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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호주에서의 새로운 삶 책자 (BaLIA)는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DSS)에서 제작했으며
www.dss.gov.au/our-responsibilities/settlement-services/beginning-a-life-in-australia 에서
온라인으로 발행됩니다.
본 책자는 웹사이트의 많은 링크를 포함하므로 컴퓨터나 기타 기기로 보셔야 합니다. 밑줄이
그어진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게 되면 사이트 혹은 링크로 이동하게 됩니다. 인쇄된 버전의
BaLIA 를 이용하실 경우 완전한 웹 주소가 제공됩니다.
통역사가 필요하시면 통번역서비스 (TIS National)에 131 450 으로 전화하십시오. 더 자세한
정보는 3 장, 영어를 참조하십시오. BaLIA 의 번역본은 본 기관의 웹사이트
www.dss.gov.au/our-responsibilities/settlement-services/beginning-a-life-in-australia 에서
가능합니다.
본 책자는 아래 토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 도착 후 곧 해야 할 일
2. 지원 받기
3. 영어
4. 교육 및 훈련
5. 고용
6. 호주 법률
7. 주택
8. 교통
9. 건강 및 웰빙
10. 가족
11. 금전
12. 시민 참여

호주에서의 새로운 삶 책자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은 www.dss.gov.au/contact/feedbackcompliments-complaints-and-enquiries 에서 온라인 피드백 양식을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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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호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책자는 향후 호주 입국 및 최근에 도착한 이민자를 위한 안내서입니다. 이민 후원자도 본
책자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난민 및 인도주의 입국자는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otection (DIBP) 및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DSS)에서 제공한 상세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정부 및 지역 사회 기관들은 호주 거주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 책자는 이용
가능한 각종 서비스 및 지원과 해당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개괄적으로 안내합니다.
일부 영주권자와 대다수 임시 비자 소지자는 본 책자에 언급된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나 서비스에 대해 지불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본 책자를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호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는
분들께 유용할 것입니다. ‘Settle in Australia’ 웹페이지 www.dss.gov.au/ourresponsibilities/settlement-services/beginning-a-life-in-australia 에서 개정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2 장은 호주 도착 후 첫 몇 주 동안의 중요한 사항을 다룹니다. 3-5 장은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필수 요소, 즉 영어, 교육 및 고용에 대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를 다룹니다.
호주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당면할 사안들은 고국에서의 문제들과는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전에 호주에 도착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고 호주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 되도록 돕는 많은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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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착 후 곧 해야 할 일
항목 내용
본 장에서는 호주에 도착한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안내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해당되지 않더라도 고려해야 됩니다.
•
•
•
•
•
•
•
•
•
•
•
•

알아야 할 사항
세금 등록 번호 신청
Medicare 등록
Centrelink 연락
Health Undertaking Service 연락
영어 수업 등록
자녀 학교 등록
운전 면허 신청
은행 계좌 개설
가정의 구하기
주요 링크
해야할 일 점검표

문서 번역 혹은 통역사가 필요한 경우 제 3 장, 영어를 참조하십시오.

알아야 할 사항
호주 정부
호주는 세 단계의 정부, 즉 연방정부, 주 혹은 준주 정부 및 지역정부가 있으며 이들 정부는
이민자들 및 거주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호주의 주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 (NSW)), 퀸즈랜드 (Queensland (Qld)),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South Australia (SA)), 타스매니아 (Tasmania (Tas)), 빅토리아 (Victoria
(Vic)),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Western Australia (WA))와 노던 테리토리 (Northern Territory
(NT))는 여러 지역정부 구역으로 나누어지고 지역 시의회가 관할합니다. 캔버라는 호주 수도
준주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ACT)) 정부가 지역 시의회 서비스 및 보통은 주정부가
제공하는 여러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호주에서 정부가 어떻게 역할을 수행하는 지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australia.gov.au/about-government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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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통화하기
호주에서 전화 통화는 고정된 유선 전화 (혹은 랜드 라인), 공중전화 혹은 휴대폰으로
가능합니다. 전화 번호는 아래와 같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
•
•
•

13/1300 (시내통화료)
1800 (무료 통화)
04 (휴대폰) 혹은
02,03,07,08 (지역 번호).

동일한 지역 번호를 가진 번호끼리 전화를 할 경우 지역 번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휴대폰에도 지역번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통화료는 통화하는 전화기 유형과 전화 회사 그리고 사용자가 선택한 통화 플랜에 따라
다릅니다. 통화료에 대해 확실치 않을 경우 해당 전화 회사에 확인해 보십시오.
호주 내에서 13/1300 혹은 1800 번호로 통화할 때의 통화료에 대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acma.gov.au/Citizen/Consumer-info/All-about-numbers/Special-numbers/charges-forcalls-to-13-1300-and-1800-numbers-i-acma 를 참조하십시오.
13, 1300 혹은 1800 로 시작하지 않는 전화 번호에 통화하기 위해서는:
•

•

호주 내에서 전화를 할 경우, 지역 번호를 누른 후에 전화번호를 누릅니다. 예를 들면,
멜번에서 시드니로 전화할 경우, 지역 번호 02 (시드니)를 누른 후에 해당 번호를
누릅니다.
호주 외부에서 전화할 경우:
o 유선을 이용할 경우, 전화를 하는 국가의 국제 통화 번호를 누른 후에 호주 국가
번호인 61, 그리고 0 을 제외한 지역 번호 그리고 나서 해당 번호를 누릅니다.
o 휴대폰을 이용할 경우, +61 을 누른 후에 0 을 제외한 지역 번호, 그리고 나서
해당 번호를 누릅니다.
o 호주 휴대폰에 전화하기 위해서는 국제 통화 번호가 필요한 지를 해당 지역
서비스제공업체에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61 을 누른 후에 지역 번호의 0 을
제외한 번호를 누릅니다.

호주에서 국제 전화를 하려면 호주의 국제 통화 번호인 0011 을 이용합니다.

전화번호부
호주에는 두 개의 주요 전화번호부가 있습니다. Yellow Pages 는 서비스 유형 혹은 제품에
따라 숍과 사업자 등 비즈니스 번호를 열거합니다. White Pages 는 비즈니스 및 거주인들을
이름에 따라 열거합니다. White Pages 는 또한 지역정부, 주정부 혹은 준주 및 호주 연방정부
부처들의 연락처가 있는 정부 섹션이 있습니다. 이들 정부 기관은 이 책자 전반에 걸쳐
언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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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전화번호부는 무료이며 매년 모든 가정에 배부됩니다. 또한 우체국과 도서관에서도
가능합니다. Yellow Pages 는 www.yellowpages.com.au 에서 그리고 White Pages 는
www.whitepages.com.au 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전화번호부 지원을 원하시면 1223
(무료 통화)으로 전화하십시오.

시간대
호주에는 세 개의 시간대가 있는데, 즉 호주 동부 표준 시간대 (Australian Eastern Standard
Time) (AEST 혹은 EST), 호주 중앙 표준 시간대 (Australian Central Standard Time) (ACST),
그리고 호주 서부 표준 시간대 (Australian Western Standard Time) (AWST)입니다.
일광 절약 시간은 10 월에서 4 월까지 일부 주에 적용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australia.gov.au/about-australia/facts-and-figures/time-zones-and-daylight-saving 를
방문하십시오.

셀프서비스
많은 기관들이 문제 해결 혹은 서비스 등록을 하려고 사무실에 오지 않아도 되는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셀프서비스 옵션은 전화 라인 및 온라인 설명을 포함합니다.
여러분은 아래를 통한 셀프서비스를 이용하여 Centrelink, Medicare 및 Child Support 업무를
대부분 할 수 있습니다.
•
•
•
•

www.my.gov.au 에서의 myGov
www.humanservices.gov.au/expressplus 에서의 Express Plus 모바일 앱
셀프서비스를 위해 136 240 으로 전화, 혹은
www.humanservices.gov.au/selfservice 을 방문

세금 등록 번호 신청
호주 근로자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부에 납부합니다. 호주에서 소득을 받으려면 세금 등록
번호 (TFN)가 있어야 합니다.
TFN은 개인과 사업체에 부여되는 고유 번호로써 정부가 과세 및 기타 정부 시책을 관리하는
데 유용합니다. 거둬들인 세금은 도로, 학교, 병원과 같은 정부 시책과 사업 재정을 마련하는
데 사용합니다.
소득은 직장에서 받는 급여와 임금, 정부 수당 그리고 예금 계좌의 이자를 비롯한 투자 수익을
포함합니다.

세금 등록 번호 신청 방법
호주로 이민을 왔거나 호주에서 일할 수 있는 임시 거주 비자를 소지한 경우라면 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 웹 사이트에서, 혹은 ATO에 전화하거나 혹은 ATO 서비스 센터 방문을
통해 TFN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TFN을online얻는 가장 빠른 방법은 www.ato.gov.au/tfn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여권과 호주 주소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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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를 잘할 수 없으신 경우, 통번역서비스 (TIS National)에 131 450 으로 전화하십시오.
Australian Taxation Office

연락처

전화

132 861

사무실 방문

www.ato.gov.au/visitus

영어 이외의 언어로 된 정보

www.ato.gov.au/General/Other-languages

ATO 웹사이트

www.ato.gov.au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11 장, 금전을 참조하십시오.

Medicare 등록
Medicare 는 호주의 국립 의료 제도로서 호주 및 영주권자들에게 무상 혹은 보조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부 임시 이주자들도 Medicare 서비스에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Medicare 가입 자격이 된다면 의료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립 병원
무료 진료, 병원 외 치료비 지원, 의약품 보조금과 같은 서비스가 이에 해당합니다.
Medicare 서비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humanservices.gov.au/medicare 를
방문하시거나 지역 Medicare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십시오.

Medicare 등록 방법
Medicare 에 등록하려면 여권과 기타 여행 서류를 가지고 Medicare 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등록 요건이 모두 갖추어지면 사용할 수 있는 임시 Medicare 를 발급합니다. Medicare 카드는
약 3 주 후에 우편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Medicare 에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응급 치료는 공립병원의 응급실에서 24 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Medicare

연락처

Medicare 웹사이트

www.humanservices.gov.au/medicare

이민자, 난민, 방문객을 위한 정보

www.humanservices.gov.au/multicultural

영어 이외의 언어로 된 정보

www.humanservices.gov.au/yourlanguage

전화

132 011

서비스 센터 방문

http://humanservices.gov.au/findus

대부분 주와 테리토리에는 치과 진료, 안경, 구급차 후송과 같이 Medicare 에서 보장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립 의료보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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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정보: 9 장, 건강 및 웰빙

Centrelink 연락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에서는 사회보장 수당 및 서비스를 Centrelink 를 통해서
제공합니다. Centrelink 에서는 처음 도착한 영주 이주민들이 일자리를 찾고 코스 및 훈련
과정을 발견하며 해외 기술 인증 과정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 수당에 자격
여부를 알아보시려면 Centrelink 에 연락해 보십시오. 비자 종류에 따라 최근에 도착한
이민자들은 일정 대기 기간이 지나야 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혜 자격이 된다면 Centrelink 와 연락한 날부터 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호주에 도착한
날부터 지급 받으려면 여러분 혹은 여러분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예를 들면 여러분의
Humanitarian Settlement Services (HSS) 제공자 혹은 제안자) 도착 당일 Centrelink 에 연락한
다음 14 일 이내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인도주의 입국자는 Centrelink 에서 사회보장 수당 외에 Crisis Payment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Humanitarian Program에 해당된다면 아래 사항을 수행해야 합니다.
•
•

호주 도착 후 7 일 이내에 신청, 혹은
도착 후 7 일 이내에 Centrelink 에 연락하여 신청 의사를 밝히고 연락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녀 양육비를 위한 수당 (참조:
www.humanservices.gov.au/ftb) 혹은 보육비 (참조: www.humanservices.gov.au/childcare)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Centrelink

연락처

Centrelink 웹사이트

www.humanservices.gov.au/centrelink

이민자, 난민, 방문객을 위한 정보

www.humanservices.gov.au/multicultural

다른 언어로 된 정보

www.humanservices.gov.au/yourlanguage

전화 셀프서비스

136 240

구직자

132 850

장애자 및 간호인

132 717

호주 고령자

132 300

학생 및 연수생

132 490

온라인 계정 지원

132 307

불만제기 및 피드백

1800 132 468

호주 견습직

133 633

가족

136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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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elink

연락처

타 언어로 된 정보

131 202

서비스 센터 방문

http://humanservices.gov.au/findus

기타 Centrelink 전화 번호

www.humanservices.gov.au

참조: 5 장, 고용 및 10 장, 가족

Health Undertaking Service 에 연락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 (DIBP) 요청에 따라 Health Undertaking
(Form 815)에 서명한 경우, 호주에 도착한 후 28일 이내에 Health Undertaking Service 에
여러분의 육상 연락처를 통지할 것에 동의를 한 것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bupamvs.com.au/faqs 를 방문하십시오.
등록과 예약을 위해 28일 이내에 Health Undertaking Service 제공업체인 Bupa Medical Visa
Services (BUPA)에 연락해야 합니다. 1300 794 919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호주 동부
표준시간대 오전 8.00시에서 오후 6.00시까지)에 전화하거나 hus@bupamvs.com.au로
이메일하십시오. 이들이 가까운 Health Authority Clinic으로 의뢰하면 그 곳에서 예약을 위해
여러분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인도주의 비자로 입국한 경우, Humanitarian Settlement Services 제공기관에 Health
Undertaking 서명 사실을 통지하면 해당 기관에서 연락하여 BUPA에 연락하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영어 수업 등록
영어로 의사 소통하는 것은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영어로 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착 후 가급적 빨리 영어를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호주에 처음 도착한 분들을 위해 Adult Migrant English Program (AMEP) 에서 영어 과정을
제공합니다. 이민자는 최대 510 시간까지 무료로 영어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AMEP 에는
신축성 있는 코스 시간과 보육을 제공하므로 직장, 가정, 기타 다른 일에 종사하더라도 영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참조: 3 장, 영어

자녀 학교 등록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자녀를 학교에 등록시켜야 합니다. 자녀가 다니길 원하는 학교에
연락하여 등록 신청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여행 서류와 자녀의 예방접종 기록을 제시해야 합니다. 자녀가 학교에 다니려면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이전 학업에 대한 학교 통지서 및 증명서를 지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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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는 5 세부터 10 학년까지 의무 교육입니다. 10 학년을 마친 청소년은 17 세까지 정규
교육, 직업 훈련 혹은 취업 (주당 25 시간 이상) 혹은 이들 활동의 조합을 수행해야 합니다.
영어 학습이 필요한 자녀는 집중 영어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조: 4 장, 교육 및 훈련

운전 면허 신청
호주에서 운전하려면 운전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차량도 등록해야 합니다. 무면허 운전과
미등록 차량 운전은 불법입니다. 운전 면허증과 차량 등록증은 해당 주와 테리토리 정부에서
발급합니다.
영주 비자를 소지하고 영어 또는 번역 공증된 다른 나라의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
대부분 주와 테리토리에서는 최초 입국 후 처음 3 개월 동안은 운전이 허용됩니다. 문서
번역에 대한 정보를 원하시면 3장, 영어를 참조하십시오.
3 개월 이후에도 운전하려면, 호주의 해당 운전 면허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운전 면허를
취득하려면 이론 시험, 실기 주행 시험, 시력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호주에는 준행해야 할
엄격한 교통 법규 및 음준 운전 법규가 있습니다.
주 혹은 준주 당국에 항상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주및
테리토리

운전 면허 및 차량 등록 기관

전화

ACT

Road Transport Authority
Roads and Maritime
Services

02 6207 7000 www.rego.act.gov.au

1300 654 628 https://nt.gov.au/driving

Qld

Department of Transport
Department of Transport
and Main Roads

SA

Transport

13 1084

Tas.

Transport Tasmania

Vic.

VicRoads

1300 851 225 www.transport.tas.gov.au
www.vicroads.vic.gov.au
13 1171

WA

Department of Transport

13 1156

NSW
NT

13 2213

13 2380

웹사이트

www.rms.nsw.gov.au

http://www.tmr.qld.gov.au/
www.transport.sa.gov.au

www.transport.wa.gov.au/index.asp

운전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선물이나 뇌물을 주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참조: 8 장,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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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계좌 개설
호주에서는 돈을 주로 은행, 주택금융조합 혹은 신용조합에 보관합니다. 임금과 급여 그리고
정부 수당을 비롯한 대부분 소득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바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은행 계좌에서 출금하고, 여러 가지 구입 대금 지불을 합니다.
가능한 도착 후 6 주 이내 에 은행, 주택금융조합, 신용조합의 계좌를 개설하십시오. 신원
확인을 위해 대개 여권만 있으면 됩니다. 6 주 이후에 계좌를 개설하려면 추가적인 신원
확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신원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많지 않은 경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은행에 본인의 세금 등록 번호 (TFN) 를 제공해야 이자 수익에 대한 높은 세율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참조: 11 장, 금전

가정의 찾기
‘가정의’는 여러분의 가정과 건강 필요사항을 파악하며 의료 문제를 위한 첫 번째 접촉 지점이
될 것입니다. 이들 의사는 General Practitioners 혹은 GP 라고 합니다. 이들은 흔한 질병을
위해 그리고 가정에 체류하는 만성 질환자를 위해 일반적인 의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의사를 보기 위해 병원에 가야 하는 일부 국가와는 달리 호주 GP 는 대개 거주 지역의 사무실
(진료소) 혹은 클리닉에서 일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거주지 근처의 의사를 방문합니다. 제공된
서비스가 불편하거나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의사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참조: 9 장, 건강 및 웰빙

주요 링크
내용

웹사이트

TIS National 웹사이트

www.tisnational.gov.au

긴급 서비스 정보

www.triplezero.gov.au

정부 정보 및 서비스

www.australia.gov.au
www.border.gov.au/Trav/Life/Aust/Life-inAustralia-book

호주 역사, 문화, 사회 및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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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사항 점검표











호주에서의 새로운 삶 읽어보기
세금 파일 번호 (TFN) 신청했음 / 나에게 해당되지 않음
Medicare 에 등록했음 / 나에게 해당되지 않음
Centrelink 에 연락했음 / 나에게 해당되지 않음
Health Undertaking Service 에 연락했음/ 나에게 해당되지 않음
영어 수업에 등록했음/ 나에게 해당되지 않음
자녀를 학교에 등록했음/ 나에게 해당되지 않음
운전면허증 신청을 했음/ 나에게 해당되지 않음
은행 계정을 개설했음
가정의를 찾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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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받기
항목 내용
•
•
•

긴급 서비스
정착 지원
위기 때의 도움

긴급 서비스
긴급 상황 시 000 으로 전화하면 아래 기관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구급차
소방서

긴급상황은 자연재해이든 (산불, 홍수, 폭풍 혹은 지진 등) 인재이든 (화학품 사고, 교통 사고
혹은 폭력 범죄 등) 경고 없이 어느 지역사회에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000 로 전화해야 합니다.
000 (트리플 제로) 통화는 무료이며 호주에서 어느 전화든 통화가 가능합니다. 연결 시에는
이름, 위치, 그리고 필요한 서비스 종류를 말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영어로 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먼저 교환원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 지 - “Police” (경찰),
“Ambulance” (구급차), “Fire” (화재) - 말한 다음 원하는 언어를 알려주십시오. 통역사와
연결되기 때문에 전화를 끊지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통역사가 나와 경찰, 구급차, 혹은
소방서와 통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가정에서 전화하는 경우에는 긴급 서비스가 전화를 이용하는 동안 자동으로 해당 위치를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화를 끊지 마시기 바랍니다.
Emergency+ 앱은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threesixtyentertainment.nesn 에서 구글
스토어로부터, 그리고
http://www.triplezero.gov.au/Pages/EmergencySmartphoneApp.aspx 에서 로부터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앱은 위급상황에서 여러분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000 (트리플 제로) 서비스 (영어 이외의 언어 지원 포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www.triplezero.gov.au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
경찰 지원이 필요한 긴급 상황 시 000 으로 전화하여 “Police” (경찰)를 요청하십시오. 영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전화를 끊지 마십시오. 한국어를 알리면 통역사가 연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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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13 1444 로 전화하거나 해당 지역 경찰서로 연락하십시오. 경찰서
전화번호는 White Pages 전화번호부의 ‘Police stations’ 항목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경찰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호주 경찰은 지역 사회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범죄를 예방하고 탐지하여 치안을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정 폭력이나 육체적 성적 또는 심리적 학대가 우려되는
경우, 가정 문제에도 개입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군대와 연계되지 않습니다. 정치 분야에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지역

경찰 서비스

웹사이트

ACT

ACT Policing

www.police.act.gov.au

NSW

New South Wales Police Force

www.police.nsw.gov.au

NT

Northern Territory Police

www.pfes.nt.gov.au/police.aspx

Qld

Queensland Police

www.police.qld.gov.au

SA

South Australia Police

www.sapolice.sa.gov.au

Tas.

Tasmania Police

www.police.tas.gov.au

Vic.

Victoria Police

www.police.vic.gov.au

WA

Western Australia Police

www.police.wa.gov.au

전국

Australian Federal Police

www.afp.gov.au

구급차
심각한 질병 혹은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상 등 긴급한 상황일 경우, 000으로 전화하여
“Ambulance” (구급차)를 요청하십시오. 구급차가 병원으로 긴급 후송하며 응급 의료 처치를
합니다. 영어를 못할 경우, 끊지 말고 원하는 언어를 말하십시오. 그러면 통역사가 연결될
것입니다.
주거지 위치와 구급차 후송 거리, 질병 유형과 할인 혜택 자격 여부에 따라 구급차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Medicare에서는 구급차 비용을 보장하지 않지만 일부 사립 의료
보험 및 구급차 회원증은 비용을 보장합니다 (참조: 9장, 건강 및 웰빙).
긴급 상황이 아닌 의료 문제를 위해서는 9 장, 건강 및 웰빙을 참조하십시오.
더 자세한 정보:
주 및 테리토리

구급차 서비스

웹사이트

ACT

ACT Ambulance Service

www.ambulance.act.gov.au

NSW

Ambulance Service of NSW

www.ambulance.nsw.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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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및 테리토리

구급차 서비스

웹사이트

NT

St John Ambulance Australia

www.stjohn.org.au

Qld

Queensland Ambulance Service

www.ambulance.qld.gov.au

SA

SA Ambulance Services

www.saambulance.com.au

Tas.

Tasmanian Ambulance Service

www.dhhs.tas.gov.au

Vic.

Ambulance Victoria

www.ambulance.vic.gov.au

WA

St John Ambulance Australia

www.stjohn.org.au

소방서
주택 화재 혹은 가스 누출 등 화재 위험이 있는 긴급 상황 시에는 000으로 전화하여 “Fire
brigade” (소방서)를 요청하십시오. 영어를 못할 경우, 끊지 말고 원하는 언어를 말하십시오.
그러면 통역사가 연결될 것입니다.
소방대가 화재를 진압하며 화재 건물에서 인명을 구출하고 아울러 가스나 화학 물질로 인한
위험 상황에서 구조 작업을 합니다.
소방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화재 예방과 화재 시에 해야 할 일에 대한 정보를 원하시면 12 장, 시민 참여 및 여러분의 주나
준주의 화재 서비스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주및
테리토리

소방 기관

웹사이트

ACT

ACT Fire & Rescue

www.esa.act.gov.au/actfr

NSW

Fire and Rescue NSW

www.fire.nsw.gov.au

NSW Rural Fire Service
NT

NT Police, Fire and Emergency Service

Qld

Queensland Fire and Emergency Services

www.rfs.nsw.gov.au
www.pfes.nt.gov.au/fire-andrescue.aspx
www.fire.qld.gov.au

SA

SA Metropolitan Fire Service

www.mfs.sa.gov.au/site/home.jsp

SA Country Fire Service

www.cfs.sa.gov.au

Tas.

Tasmania Fire Service

www.fire.tas.gov.au

Vic.

Metropolitan Fire Board

www.mfb.vic.gov.au

Country Fire Authority
Department of Fire and Emergency
Services

www.cfa.vic.gov.au

WA

www.fesa.wa.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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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재해
산불과 홍수와 태풍과 같은 자연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와 테리토리 정부 기관에서 긴급
서비스 기관을 종합 관리합니다. 해당 주 및 테리토리 긴급 서비스 (SES)와 지역 소방대와
같은 자원봉사 기관과 단체에서 소방서, 경찰, 구조 전문 기관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 재해와 기타 긴급 상황 시에는 호주군을 포함한 호주 정부 기관이 지원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호주 군은 정치에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Natural disaster 에서의 회복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disasterassist.gov.au 를 방문하십시오.
모든 단계의 호주 정부들은 자연 재해 및 긴급 상황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해당 주 및 준주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긴급 센터

웹사이트

NSW

http://esa.act.gov.au/emergency-management/emergencyarrangements
www.emergency.nsw.gov.au

NT

www.pfes.nt.gov.au/Emergency-Service/Publications-and-forms.aspx

Qld

www.disaster.qld.gov.au

SA

www.safecom.sa.gov.au/site/home.jsp

Tas.

www.ses.tas.gov.au

Vic.

www.igem.vic.gov.au

WA

www.fesa.wa.gov.au
www.ag.gov.au/EmergencyManagement/About-us-emergencymanagement/Australian-Government-Crisis-CoordinationCentre/Pages/default.aspx
www.australia.gov.au/about-australia/australian-story/natural-disasters

ACT

National Crisis
Co-ordination
자연재해 정보

산불
산불은 풀이나 숲 혹은 삼림지대에 발생한 화재이며 인명과 재산 및 환경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산불은 연중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숲과 초목이 더 말라 있는 더운 계절에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화재는 매우 뜨겁고 강렬하며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화재에서
나오는 짙은 연기는 시야를 가리고 호흡을 곤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호주는 산불의
심각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에 살고 있을 경우, 산불 대피 계획을 만드십시오. 이 계획을 통해
화재에 대한 대처, 예를 들면 언제 떠날 것인가,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 동물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준비 방법 등 산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위의 표에 명시된 주 및 준주 화재
서비스에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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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긴급 서비스 번호
White Pages 에는 아래를 포함하여 긴급 서비스 전화 번호 목록이 있습니다.
긴급 서비스
Poisons Information
Centre
Child Abuse
Prevention Service

24 시간 전화

웹사이트

13 1126

http://www.poisonsinfo.nsw.gov.au

1800 688 009

www.childabuseprevention.com.au/reportingabuse.html

테러리즘 위협
호주는 폭력적 극단주의 방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폭력적 극단주의는 이데올로기적,
종교적 혹은 정치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폭력을 이용 혹은 지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폭력적 극단주의의 위협을 주지하고 이해함으로써 호주의 안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우려사항을 신고하기 위한 연락처:
전국

전화

웹사이트

National Security Hotline

1800 1234 00

www.nationalsecurity.gov.au/WhatAustraliaisdoin
g/Pages/TheNationalSecurityHotline.aspx

Living Safe Together

www.livingsafetogether.gov.au/pages/home.aspx

Report Online Extremism

www.reportextremism.livingsafetogether.gov.au

정착 지원
호주 정부는 호주의 다양한 사회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정보: www.dss.gov.au/ourresponsibilities/settlement-and-multicultural-affairs/programs-policy/a-multicultural-australia
호주 정부는 최근에 도착한 인도주의 입국자들과 해당되는 이민자들이 정착하여 호주 사회에
일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기관에 재정을 지원합니다. 서비스는 초기 5 년 동안의
정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
•
•

Settlement Service Grants
Adult Migrant English Program (AMEP)
번역 및 통역 서비스 (TIS National)

아래와 같이 인도주의 입국자의 요구에 특히 부합하는 정착 서비스도 있습니다.
•
•
•

Humanitarian Settlement Services
Complex Case Support Program
동행자가 없는 인도주의 미성년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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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itarian Settlement Services 및 Complex Case Support 제공업체들을 위한 정보:
www.dss.gov.au/our-responsibilities/settlement-and-multicultural-affairs/programspolicy/settlement-services/settlement-services-locator
기타 정착 자료를 위한 정보: www.dss.gov.au/our-responsibilities/settlement-andmulticultural-affairs/programs-policy/taking-the-initiative/resources
TIS National 및 AMEP 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 3 장, 영어

Humanitarian Settlement Services
Humanitarian Settlement Services (HSS)는 처음 도착한 난민과 인도주의 입국자를 대상으로
도착 당시와 초기 정착 기간 동안 집중적인 정착 지원을 제공합니다.
HSS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특정한 요구를 비롯해 개별 요구사항에 맞추어 지원합니다. HSS
는 해당 이민자들이 호주의 경제 및 사회 생활에 참여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갖추어 향후 독립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HSS 프로그램 하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입국 마중 및 도착시의 단기 숙소 안내
장기 숙소 마련 지원
주류 기관, 지역사회 프로그램, 보건 및 기타 정착 서비스에 관한 정보 및 알선
현지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일반적으로 해당 대상자는 HSS 프로그램을 6~12 개월 동안 이용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
Humanitarian Settlement Services
정보
Humanitarian Settlement Services
현재 HSS 서비스 제공업체 목록

웹사이트
www.dss.gov.au/our-responsibilities/settlement-andmulticultural-affairs/programs-policy/settlementservices/humanitarian-settlement-services-hss
www.dss.gov.au/our-responsibilities/settlement-andmulticultural-affairs/programs-policy/settlementservices/settlement-services-locator

Complex Case Support Program
Complex Case Support (CCS) 프로그램은 기타 정착 서비스 범위를 벗어난 지원 사항을 가진
인도주의 입국자들에게 해당될 경우 특수화된 집중 케이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고객들은 도착 후 최대 5 년 동안 CCS 프로그램 자격이 있게 됩니다. CCS 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dss.gov.au/our-responsibilities/settlement-and-multiculturalaffairs/programs-policy/settlement-services/complex-case-support-programme 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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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유형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 누군가를 알고 있거나 혹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사람인 경우 Complex Case Support 팀에 1300 855 669 로 전화하십시오.

Settlement Service Grants
본 프로그램은 호주에 새로 도착하는 이주민의 정착을 지원하는 기관에 재정을 보조합니다.
지난 5 년 내에 다음과 같은 자격으로 입국한 영주권자라면 Settlement Grants 하의 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

인도주의 입국자
영어 능력이 낮은 가족 초청 이민자
지방이나 시골 지역에 정착한 영어 능력이 낮은 기술 이민자의 부양 가족.

지난 5년 내에 시골 및 지방에 도착하고 영어 능력이 부족한 일부 임시 비자 소지자 (약혼 및
임시 파트너 (Prospective Marriage and Provisional Partner) 비자 소지자 및 부양자)도 이러한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임시 비자 소지자들은 이러한 서비스에 해당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Settlement Grants 는 또한 상당한 수의 신규 입국자들이 도착하고 서비스를 위해 계획하고
대변하는 도움이 필요한 새롭게 도착하는 지역사회들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주거, 보육, 취업, 교육 등과 같은 주요 서비스 이용을 지원합니다. 또한 지역
사회에 정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네트워크를 연계시켜 줄 수 있으며 영어 훈련,
교육 및 취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정착 서비스 보조금 정보

웹사이트

Settlement Services grants program 정보
DSS Grants Service Directory

www.dss.gov.au/grants-funding/grantprogrammes/settlement-services-factsheet
http://serviceproviders.dss.gov.au

동행자 없는 인도주의 미성년자들을 위한 지원
이 프로그램은 해당 자격이 되는 미성년자들 (영주권 비자, 임시 인도주의 비자, 임시 보호
비자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임시 실질 비자)에게 보호와 감독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동행자 없는 인도주의 미성년자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border.gov.au/about/corporate/information/fact-sheets/uhm-programme 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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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 정보 DVD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 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에서 최근에
도착한 난민을 위한 DVD ‘Australia - A New Home’을 제작했습니다. 이 DVD 에는 호주의
주택, 건강, 교육, 금전, 직장, 가족, 법률, 생활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아프리카 난민을 위한 DVD 는 암하라, 딩카, 키룬디, 수단 아랍, 스와힐리, 티그리냐 등의
아프리카 언어로 가능합니다.
아시아 국가에서 온 난민을 위한 DVD 는 버마, 친 (하카), 카렌, 네팔, 로힝야 등의 언어로
가능합니다.
두 가지 DVD 모두 영어 옵션과 자막이 있습니다. 에피소드도 Border TV 에서 영어로
가능합니다. www.youtube.com/user/ImmiTV 를 방문하여 ‘오리엔테이션 정보’를
검색하십시오.
이 DVD 를 구하려면 DVD.Requests@border.gov.au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www.border.gov.au/about/contact/offices-locations/australia 에서 해당 주 및 테리토리의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 사무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 및 준주 정착 지원
모든 주 및 준주 정부에는 다문화 및 이민자 업무를 위한 사무소가 있습니다. 지역 정부도 또한
새로운 거주인들을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참조: 12 장, 시민 참여
참조할 더 자세한 정보:
주및
테리토리

기관

ACT

Office of Multicultural Affairs

웹사이트

Multicultural Services
NSW

NT

Multicultural NSW language
services
Multicultural NSW Settlement
Portal

http://multicultural.nsw.gov.au/communities/ne
w_arrivals_to_nsw/

NSW Community Organisations

http://multicultural.nsw.gov.au/communities/co
mmunities

Office of Multicultural Affairs

https://dcm.nt.gov.au/strongcommunity/multicultural-affairs
https://nt.gov.au/community/multiculturalcommunities/Contact-a-multicultural-service-orcommunity-group
www.multicultural.qld.gov.au

NT Multicultural Information
Directory
Qld

http://www.communityservices.act.gov.au/multi
cultural
www.communityservices.act.gov.au/multicultur
al/services
www.crc.nsw.gov.au/services

Multicultural Affairs Queen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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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및
테리토리

기관

웹사이트

Queensland Multicultural
Resource Directory

www.communities.qld.gov.au/multicultural/multi
cultural-communities/multicultural-resourcedirectory
www.multicultural.sa.gov.au/new-migrants

SA

Multicultural SA

www.mccsa.org.au

Tas.

Multicultural Communities Council
of SA Directory
Multicultural Tasmania

Vic.

Victorian Multicultural Commission

www.multicultural.vic.gov.au

지역사회 명부

www.multicultural.vic.gov.au/resources/commu
nity-directory

Office of Multicultural Interests

www.omi.wa.gov.au

WA Culturally and Linguistically
Diverse (CaLD) community
services directory

www.omi.wa.gov.au/omi_db_msd.cfm

WA

www.multicultural.tas.gov.au

지역정부 서비스
지역 카운슬은 해당 거주 지역을 관리하고 지역사회의 주민들에게 주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역 카운슬은 대체로 지역 부동산 소유자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재정을 충당합니다. 지역
정부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부동산을 소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카운슬에서 관련 정보 책자나 신규 주거 정보를 통해 지역 서비스와 시설 관련 정보
(쓰레기 수거 시간, 공중 보건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 포함)를 제공합니다. 이를 우편으로
받거나 지역 카운슬 사무소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해당 지역 카운슬이나 도서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카운슬
전화번호 및 주소는 White Pages 전화번호부의 ‘district’ 항목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지역
ACT
NSW
NT
Qld
SA
Tas.

지역정부 정보
ACT Government – Canberra
Connect

웹사이트

Office of Local Government

www.olg.nsw.gov.au

Department of Local Government
and Community Services
Department of Infrastructure,
Local Government and Planning
Department of Planning and
Local Government

www.localgovernment.nt.gov.au/council_
information

Local Government Division

www.act.gov.au

http://dilgp.qld.gov.au
www.dpti.sa.gov.au/local_govt
www.dpac.tas.gov.au/divisions/local_gov
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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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지역정부 정보

웹사이트

Vic

Local Government Victoria

www.delwp.vic.gov.au/localgovernment/find-your-council

Department of Local Government
and Communities
Australian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 링크

WA
National

www.dlgc.wa.gov.au/Pages/default.aspx
http://alga.asn.au/?ID=275&Menu=56,19
9,219

소수 민족 및 지역사회 단체
호주에는 문화, 언어, 종교적 배경이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활동하는 소수 민족 및
지역사회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에서 이민자를 직접 도와주거나 지원 받을 수
있는 곳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소수 민족 및 지역사회 클럽, 협회, 종교 단체는 Yellow Pages
전화번호부의 ‘Clubs’ 와 ‘Organisations’ 항목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많은 지역에서 이민자 자원 센터를 비롯한 정착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재정 지원을 받아 정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곳에서 해당 이민자를 도와주거나 요구와 관심에 맞는 관련 단체와 연결시켜 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지역

기관

웹사이트

National

Federation of Ethnic Communities’ Councils of Australia
(FECCA)

www.fecca.org.au

National

Settlement Council of Australia

www.scoa.org.au

National

Multicultural Youth Advocacy Network

www.myan.org.au/

긴급 구호
비상 식량과 의복, 주거와 가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정부 기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특정 서비스를 받으려면 자격 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참조할 더 자세한 정보:
관련 기관

웹사이트

The Salvation Army

www.salvos.org.au

St Vincent de Paul Society

www.vinnies.org.au

The Smith Family

www.thesmithfamily.com.au

Mission Australia

www.missionaustralia.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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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

웹사이트

Anglicare Australia

www.anglicare.asn.au

Red Cross

www.redcross.org.au/contact-us.aspx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www.humanservices.gov.au/crisis

위급 상황 전화 상담
전화 상담 서비스가 주 7 일 하루 24 시간 동안 무료로 긴급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절박감에 단지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거나 전문가의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전화하십시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관련 기관

24 시간 가능
전화

웹사이트

Lifeline Helpline

13 1114

www.lifeline.org.au

Kids Helpline

1800 551 800

www.kidshelp.com.au

1800 688 009

www.childabuseprevention.com.au

1300 364 277

www.relationships.org.au

1800 737 732

www.1800respect.org.au

Child Abuse Prevention
Service
Relationships Australia Crisis
Line
1800 RE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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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어
항목 내용
•
•

번역 및 통역 서비스 (TIS National)
영어 배우기

번역 및 통역 서비스 (TIS National)
통역
Translating and Interpreting Service (TIS National)는 실시간 전화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통역사는 160 개가 넘는 언어와 방언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상대방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에 TIS National 이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전화 통역은 주 7일 하루 24 시간 내내 이용할 수 있으며 위급 상황 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역 서비스를 통해 정부 기관과 지역사회 단체 그리고 기업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TIS National은 비영어 사용자들에게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이 정부 부서와
연락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부 기관이 통역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일부 기업과 지역사회
서비스도 통역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TIS National 의 통역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131 450 으로 전화하여 교환원에게 원하는 언어를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교환원이 해당 언어 통역사와 연결시켜 드릴 것입니다. 통역사와
연결되면 연락하려는 기관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십시오.
연락하고자 하는 해당 기관의 근무 시간 동안에 전화해야 합니다.
의사 진료 시 통역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의사가 Doctor's Priority Line 에 있는 TIS
National 에 연락하여 전화 통역 서비스 이용을 주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의사는 현지 통역사를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약국에서도 전화 통역 서비스를 이용하여
의약품에 관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여러분을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다음과 같은 단체나 기관에 연락할 때도 무료 전화 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비영리, 비정부, 지역사회 기반 단체
하원 의원

•
•
•

지방 정부 기관 (재산세, 쓰레기 수거, 도시 서비스 등과 같은 문제 관련)
노동 조합
부동산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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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S National 계약직 근무
TIS National 은 계약직 통역사로 활동하는 데 관심이 있는 호주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문의를 환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TIS National 웹사이트
www.tisnational.gov.au/en/Interpreters 를 방문하십시오.

중요 문서 번역
해당 이민자는 정착 관련 서류 (예, 출생 및 결혼 증명서, 운전 면허증, 교육과 경력 증명서)
영어 번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호주 도착 또는 영주권 취득 후 2 년까지
해당 이민자에게는 무료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
TIS National 서비스

연락처

번역 및 통역 서비스
(TIS National) 24 시간 서비스

131 450

TIS National 웹사이트

www.tisnational.gov.au/en/Non-English-speakers

문서 번역 관련 정보

www.dss.gov.au/our-responsibilities/settlement-andmulticultural-affairs/programs-policy/settle-inaustralia/help-with-english/free-translating-service

‘I need an interpreter’ 카드
비영어 사용자가 정부 기관과 지역사회 단체나 기업과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경우, 통역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I need an interpreter’ (통역사가 필요합니다) 카드가
마련되었습니다. 본 카드에는 TIS National 연락처와 원하는 언어를 적을 수 있는 공란이
있습니다. 통역사가 필요할 때 이 카드를 제시하면 됩니다.
TIS National 은 비영어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 기관, 지역사회 단체, 비영리
기관에 무료로 이 카드를 제공합니다.
통역사 카드를 우편으로 원할 경우, TIS National에 이메일 tispromo@border.gov.au 또는 전화
1300 655 820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통역사 심볼

통역사 심볼 (위에 표시, 이 책자의 모든 페이지에도 표시)은 영어 사용이 제한적인 분들이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때 통역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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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병원, 경찰서, 공립 학교, 커뮤니티 센터, 주택 및 고용 사무소, 지역 카운슬, 그리고
이민자 정보 센터와 같은 정착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이 심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어 배우기
Adult Migrant English Program (AMEP)
호주의 공식 언어는 영어입니다. 호주에서는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지만 호주 생활에 제대로
참여하려면 영어를 말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어 없이는 중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어렵고 자립적인 생활을 하기가 힘듭니다. 또한 호주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영어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울러 호주 시민이 되고자 한다면 영어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Adult Migrant English Program (AMEP)은 호주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하며 해당 자격이 되는
이민자 및 인도주의 입국자들에게 최대 510 시간의 영어 수업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호주에 정착하는 성인 입국자 혹은 인도주의 입국자이고 영주 비자 혹은 해당 임시
비자를 발급 받았고 영어를 거의 혹은 전혀 하지 못할 경우 AMEP 에 해당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15 세에서 17 세 사이의 일부 청소년들도 해당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https://docs.education.gov.au/node/37165 에서 가능한 안내 자료에 더 자세한 정보가
있습니다.
AMEP 수업에서 영어를 배우면서 호주 사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비슷한 배경, 경험 및 목표를 가진 다른 신규 입국자들을 만나 친구로 사귈 수 있습니다.
AMEP 는 호주 정부가 인가한 서비스 제공업체들을 통해 제공됩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을 위한 영어 교육 자격을 갖춘 교사들이 수업을 진행합니다.
해당 서비스 제공업체는 개인의 필요사항에 가장 적합한 수업을 선택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주간이나 야간 또는 주말 등) 다양한 시간에 그리고 다양한 장소에서 풀타임 및 파트타임으로
수업에 참가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거리 교육,
온라인 및 가정에서의 학습도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AMEP child care 를 참조하십시오.
AMEP 를 위한 중요한 시간 일정
AMEP 를 통한 영어 수업을 받기 위해서는 호주에 도착한지 6 개월 내에 인가된 AMEP 서비스
제공업체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미 호주에 있는 경우 비자가 시작된 지 6 개월 이내입니다.
호주에 도착한 지 혹은 비자가 시작된 지 일 년 이내에 수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AMEP 를 통해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간은 도착 날짜로부터 혹은 비자 발효일로부터
5 년간입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한 필요사항이나 제한된 학교 교육이 있을 경우 혹은 이민 이전
어려운 경험을 이유로 추가 수업에 해당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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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정보:
AMEP

연락처

전화

13 38 73

AMEP 웹사이트

www.education.gov.au/amep

이메일

skilling@education.gov.au

영어 이외의 언어로 된 정보

www.education.gov.au/amep-informationother-languages

어디에서 영어를 배울 수 있나요?
AMEP 제공업체 및 학습 센터들

www.education.gov.au/adult-migrant-englishprogram-service-providers

AMEP 온라인

www.amepdl.net.au

서비스 제공업체는 AMEP 를 끝낸 후의 진학 계획도 도울 수 있습니다.

Skills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SEE)
Skills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SEE) 프로그램이 구직자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SEE 는 언어와 영어 능력 부족으로 인한 장벽 때문에 취직하기가 어려운 구직자에게 최대 800
시간까지 언어 및 수리 교육 그리고 직업 훈련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최대 2 년
동안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으며 해당 소득 보조 지급 혹은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만이
SEE 에 해당 자격이 됩니다. 일부 사람들의 경우 Adult Migrant English Program (AMEP)을
마친 후에 혹은 AMEP 에 해당 자격이 되지 않을 경우 SEE 이용을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Centrelink 에 전화 혹은 방문하시거나 여러분의 고용 서비스
제공업체와 대화하시거나 www.education.gov.au/skills-education-and-employment 에서 SEE
webpage 를 방문하십시오.
참조: 5 장,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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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 및 훈련
항목 내용
•
•
•
•
•
•
•
•
•

보육
플레이그룹
학교 및 프리스쿨
직업 교육 및 훈련
National Training Complaints Hotline
대학교
교육 혹은 훈련 목적을 위한 자격증 및 기술 인증
학생 지원 수당
학생 할인 카드

•

지역사회 단기 코스

영어 학습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3 장, 영어를 참조하십시오.

보육
여러분은 자녀를 누군가가 공식적으로 돌보도록 맡길 수 있는데 이를 보육 (child care)이라고
합니다. 가령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혹은 기타 책무로 자녀를 돌보지 못할 경우에 보육이
필요합니다. 합당한 보육 및 조기 학습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은 가족들에게 어려운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가족의 필요사항과 여러분 및 자녀가 가장 편안하게 느낄 환경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보육 제공업체는 교육과 보육에서 자격을 갖추고 있거나 인가된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 있어야 합니다.
보육은 새로 도착한 자녀 및 부모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많은 호주 가정이 이 보육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보육 및 조기 학습 서비스는 아이들이 사회적 정서적 및 학습적 기능이 발달하도록 돕습니다.
다른 배경 출신의 아이들은 영어를 배우고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집니다. 높은 수준의 조기
아동기 학습과 보육 프로그램은 자녀 인생을 위한 전반적 발달, 교육 및 고용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보육 서비스를 가진다는 것은 여러분이 연수를 받거나 학업을 하거나 일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가정을 지원하고 정착이 성공적이 될 기회를 증대시킵니다.
여러 다른 유형의 보육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이는 종일 케어, 패밀리 데이 케어, 임시 케어 및
인홈 케어가 있으며 초등학교 어린이를 위한 방학 케어 및 방과시간 케어가 있습니다.
•

롱 데이 케어 (Long Day Care)는 가끔 센터 기반의 케어라고 하며 대체로 보육 센터로
특정하게 지어진 빌딩 혹은 빌딩의 일부분에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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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밀리 데이 케어 (Family day care)는 등록된 교육업자가 자신의 가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자녀들을 위해 보육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

임시 케어 (Occasional care)는 정기적으로 보육이 필요하지 않는 가정을 위해
적합합니다.
인홈 케어 (In-home care)는 유동성 있는 형태의 보육으로서 인가된 교육자가 자녀의
가정에서 보육을 제공합니다. 이는 특정 상황에서의 자녀들에게만 가능합니다.
자녀는 또한 보육 센터 내에서 프리스쿨이나 킨더가튼에 다닐 수도 있는데 이곳에서
자녀를 학교를 준비시킵니다. 이들 서비스는 White Pages 전화번호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

National Child Care Access Hotline 에 1800 670 305 번으로 전화하거나 MyChild 웹사이트
www.mychild.gov.au 를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
•

해당 지역의 인가된 보육 서비스
가능한 보육 유형 및 이용 가능 여부
인가된 보육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서비스
다문화 배경의 아동을 위한 서비스

전국 보육 정보

웹사이트

근처의 보육 센터 찾기

www.mychild.gov.au

정부 보육 서비스 요금 지원

www.humanservices.gov.au/childcare

정부 지원 변경

www.education.gov.au/jobsforfamilies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조기 아동기 및 보육

www.education.gov.au/early-childhood-andchild-care

가족을 위한 올바른 보육 선택

https://docs.education.gov.au/node/29716

AMEP 보육
부모가 Adult Migrant English Program (AMEP) 수업에 참석하는 동안 미취학 아동을 위한
보육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AMEP 수업 할당 시간을 마친 후 다른 학업
프로그램을 할 경우에는 보육비가 지원되지 않으므로 보육 계획을 검토해야 합니다.

보육 서비스에서의 업무
호주에서의 보육 서비스는 아동들이 최상의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잘 되어 있습니다.
호주 연방 정부, 주 및 준주 정부는 연계하여 보육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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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서비스 및 해당 서비스 교육자들은 아동 교육, 안전 및 웰빙 그리고 보육비 지급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공식 보육 활동에 참여하게 될 경우 이들 규정 및 기타 규정을 주지하도록 하십시오.
또한 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 (TAFE) 기관 등에서 Registered Training Organisation
을 통해 특히 Certificate III in Children's Services 와 같은 교육 및 보육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취득 중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소득을 Centrelink 및 Australian Taxation Office 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모든 유형의 공식 보육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보육 서비스 및 교육자들이 이들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에서부터 범죄 수사 및
기소에 이르기까지 중대한 처벌이 있습니다.
보육 교육자가 되는 것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해당 주 및 준주 정부의 교육부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플레이그룹
플레이그룹은 엄마와 아빠, 조부모, 케어제공자, 아이들 및 아기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만나는
사적인 모임입니다.
플레이그룹은 다른 아이들과의 새로운 경험과 사교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녀의 학습과
발육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플레이그룹에 참여하면 정기적인 사교 활동과 지역사회와의
연결 기회를 제공하므로 여기에 참여하는 가족들은 고립될 가능성이 줄어 듭니다..
플레이그룹은 여러 장소에서 모이며 부모와 케어제공자가 주관합니다. 대개 여러분은 참여
결정을 하기 이전에 무료로 방문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각 플레이그룹에 따라 이후의 각 방문
시에 다과나 공예 준비물 경비를 위한 약간의 요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Playgroup Australia 에 1800 171 882 로 연락하거나 플레이그룹을 찾으려면
www.playgroupaustralia.com.au/ 를 방문하십시오.

학교 및 프리스쿨
학교에 들어가기 전 해에 모든 아동은 Preschool 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Preschool 은 아동이
취학하기 전에 육체적 정서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호주에서는 5 세부터 10 학년을 마칠 때까지 학교에 다녀야 합니다. 10 학년 후에는 17 세가
될 때까지 풀타임 교육 과정, 훈련 혹은 고용, 혹은 교육과 취업 활동을 병행 (주당 최소
25 시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동은 12~13 세까지 초등학교에 다닌 다음 17~18 세까지 하이스쿨 (혹은
‘세컨드리 스쿨’)에 다니게 됩니다. 일부 칼리지 (시니어 세컨드리 스쿨)는 하이스쿨 최종
시험을 준비하는 11~12 학년만을 위해 교육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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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에 보낼 수 있습니다. White Pages 전화번호부에 학교 목록이
있습니다.
Government school (공립학교)는 무상 교육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학교는 교육과 스포츠
프로그램을 위해 소액을 요구합니다. 학부모는 자녀의 연필과 펜, 교과서, 교복 등 추가 자료를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임시 비자를 소지한 학생은 학비 전액을 납부하도록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학교에서
확인하십시오.
사립학교는 요금을 부과하며 종교 기관과 제휴하거나 특정 교육 철학을 표방할 수 있습니다.
사립 교육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학부모는 관련 사립학교 교육 기관과 상담을 요청하거나
선택한 학교에 바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학교 수업 전 또는 후 스쿨 케어 혹은 방학 중 케어가 필요하다면 해당 학교에 문의하십시오.

등록
자녀를 학교에 등록하려면 해당 학교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연락해야 합니다. 본인의
비자나 호주 입국 서류, 자녀의 출생 증명서 그리고 이전 교육과 관련한 학교 기록을 비롯한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예방 접종 서류도 제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참조: 9장, 보건

및 웰빙
학교 선택은 어려운 결정일 수 있습니다. www.myschool.edu.au/ 에서 MySchool 웹사이트를
통해 지역 학교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비영어권 자녀
영어 학습을 위한 지원 서비스는 호주 전역에서 다양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해당
주 혹은 준주 교육 기관이나 자녀의 학교에 연락하십시오.
주및
테리토리

정보

웹사이트

ACT

Education and Training Directorate

www.det.act.gov.au/teaching_and_learning/
english-as-an-additional-language-or-dialect

NSW

Department of Education

NT

Department of Education

Qld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SA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Child
Development

www.schools.nsw.edu.au/gotoschool/az/esl.php
https://nt.gov.au/learning/internationalstudents-and-migrants/english-as-a-secondlanguage-students
http://education.qld.gov.au/schools/about/su
pport.html
www.sa.gov.au/topics/education-skills-andlearning/schools/curriculum-andlearning/student-support-programs/englishas-a-second-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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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및
테리토리

정보

Tas.

Multicultural Access Point

Vic.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WA

Department of Education

웹사이트
www.multicultural.tas.gov.au/education_and
_english
www.education.vic.gov.au/school/teachers/t
eachingresources/diversity/eal/Pages/ealne
wstudent.aspx
http://det.wa.edu.au/curriculumsupport/eald/
detcms/navigation/program-information/eald-school-programs/

학교에서의 통역사
영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제한적인 학부모 및 보호자는 해당 학교에 통역자를 요청하여 자녀와
관련한 문제를 의논할 수 있습니다. 학교 방문 이전에 TIS National에 131 450 (주 7일 하루
24시간)으로 연락하거나 www.tisnational.gov.au 를 방문하십시오.

직업 교육 및 훈련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VET)은 전문 기술과 기능 또는 특정 직업을 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정보기술, 비즈니스 서비스, 아트 및 미디어, 관광 및 하스피텔러티,
보육, 교통 및 물류, 건설, 광산업, 생산 및 지역 산업 등과 같은 분야의 직업 훈련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VET 학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원하는 코스를 조사하고 호주에서 현재 요청되는 기술이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MySkills 웹사이트에서 이러한 조사를 돕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해당 사이트는 www.myskills.gov.au 입니다.
MySkills 웹사이트도 호주 VET 과정을 제공하는 훈련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들
기관은 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 (TAFE) 기관, Adult Community Education (ACE)
기관, Registered Training Organisations (RTOs) 등이 있습니다.
세컨드리 학생들도 마지막 학년에 VET 과정을 이수할 수도 있습니다. VET 과정에 대한
학비가 부가되며 학생들은 책과 교재 또는 관련 장비를 구입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코스는 세컨드리 스쿨 학력이 있어야 합니다.
디플로마 단계에 등록한 학생들과 VET 코스 위의 코스에 등록한 자격이 되는 학생들에게는
호주 정부에서 VET FEE-HELP 융자를 제공합니다. VET FEE-HELP 는 학생들이 수업료를
선불로 내지 않아도 되도록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VET FEE-HELP 융자를 얻는 학생들은
이후에 소득이 최소 상환 한도에 도달하면 세금 시스템을 통해 융자를 상환해야 합니다. 이
융자 신청을 할 경우 가입하기 이전에 모든 의무와 요건을 주지할 책임이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VET FEE-HELP 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http://studyassist.gov.au/sites/studyassist/helppayingmyfees/vet-feehelp/pages/vet-fee-help 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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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VET 정보

전화

전국

My Skills Training Directory

ACT

Skilled Capital

02 6205 8555

NSW

Smart and Skilled

1300 772 104

NT

Northern Territory Training
Entitlement
Department of Business

웹사이트
www.myskills.gov.au
www.skills.act.gov.au/?q=s
kills-training-act
www.smartandskilled.nsw.
gov.au
https://nt.gov.au/learning/a
dult-education-andtraining/vocationaleducation-and-trainingVET

08 8999 5511

http://www.vet.nt.gov.au/
www.skillsgateway.training
.qld.gov.au

Qld

Skills Gateway

1300 369 935

SA

Work Ready

1800 506 266

Tas.

Skills Tasmania

Vic.

Victorian Training Guarantee

13 1823

WA

Future Skills

08 6551 5000

www.skills.sa.gov.au/traini
ng-learning
http://www.skills.tas.gov.au
/learners
www.education.vic.gov.au/
training/learners/vet/pages/
funding.aspx
www.futureskillswa.wa.gov
.au/studentsparents/Pages
/default.aspx

자격증과 기술 인정에 대한 정보를 위한 참조: 5 장, 고용

National Training Complaints Hotline
National Training Complaints Hotline 은 고객들이 직업 교육 및 훈련에 관련된 불만을
등록하기 위한 국가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고객들을 적합한 기관/당국/관할지역으로
의뢰하여 불만 제기 사항을 지원받도록 합니다.
직업 교육 및 훈련 부문은 복잡하며 연방정부, 주정부 및 준주 정부를 포함하여 여러 다른
기관들이 관여합니다. 고객들은 불만제기를 신고할 일련의 단순한 방법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Hotline 은 불만제기들을 조사하지는 않지만 불만제기를 가장 합당한 기관,
당국 혹은 관할지역으로 발송하여 고려되도록 합니다. Hotline 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https://www.education.gov.au/NTCH 에서 가능합니다.
Hotline 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8 시에서 오후 6 시까지 전국에서 운영합니다.
전화번호는 13 38 73 입니다. 서면 불만제기는 skilling@education.gov.au 로 이메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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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낼 수 있습니다. 연락처를 포함하여 가능한 자세한 내용을 포함하여 불만제기가 철저하게
고려되도록 합니다.
TIS National 에 131 450 으로 전화하여 통역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National Training
Complaints Hotline 을 요청하십시오.

대학교
호주의 대학교는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합니다. 학사 학위 과정은 대개 3 년이지만 복수 전공
및 대학원 과정은 더 오래 걸립니다. 일부 과정은 원격 (온라인) 교육 및 파트 타임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는 또한 좀더 단기적인 전문 직업 개발 과정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호주의 교육 제도에 대해 더 알아보는 방법:
•

호주 이주 혹은 호주에서의 학업을 고려할 경우 www.studyinaustralia.gov.au 를

•

방문합니다.
국내 학생 혹은 인도주의 비자 소지자일 경우, www.studyassist.gov.au 를 방문합니다.

호주 고등 교육 기관 및 학업 분야를 비교해보길 원하시면 www.qilt.edu.au 에서 가능합니다.
입학 요건, 입학 및 코스 정보를 원하시면 원하는 대학교 혹은 해당 주 및 준주의 대학 입학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http://studyassist.gov.au/sites/studyassist/mytertiarystudyoptions/courses_quals/pages/enrol
ling-in-a-course).
대학에 진학하기 전에 영어 능력이 부족한 학생은 해당 대학교에 연락하여 해당 코스에 필요한
영어 레벨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학교를 시작하기 이전에 영어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공부하기에 영어 능력이 충분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학교 코스 비용은 대학교 및 코스에 따라 다릅니다. 등록하기 전에 코스 총 비용, 코스 비용
지급 방법, 교재와 숙소 그리고 생활비 지불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국내 학생이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대학교에 보조하여 해당
학생들이 Higher Education Contribution Scheme (HECS)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에
해당될 경우 수업료를 선불로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나중에 수입이 최저 상환 상한선을 충족할
때 세금 제도를 통해 HELP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 상한선은 매년 조정되며 StudyAssist
(www.studyassist.gov.au)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유학생 지원
여러분의 교육 및 훈련 기관은 호주에서 학업을 하는 동안 지원을 위한 첫 연락 지점입니다.
유학생을 위한 정착 정보는 www.studyinaustralia.gov.au/global/live-in-australia 와 아래
사이트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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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정보

웹사이트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www.internationaleducation.gov.au/

Future Unlimited

www.studyinaustralia.gov.au/

Immigration information

www.border.gov.au/Trav/Stud

교육 혹은 훈련 목적을 위한 자격증과 기술 인정
호주에서 학업이나 훈련 과정을 이수하길 원할 경우 여러분의 자격증이나 해외에서의 경력이
훈련 제공업체, 대학교 혹은 기술 평가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코스 입학 요건을 충족하는데 도움이 되거나 훈련 과정에 필요한
시간을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격증 및 기술 인정에 대한 정보를 위한 참조: 5 장, 고용

학생 지원 수당
Youth Allowance (16~24 세 대상) 와 Austudy (25 세 이상)는 인정 기관에서 풀타임으로
학업을 하며 소득과 자산이 특정한 한도 내에 있는 호주 거주인들에게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새로 입국한 대부분의 거주인들에게 대기 기간이 적용됩니다. 난민과 인도주의 입국자는
이러한 대기 기간이 면제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humanservices.gov.au/customer/subjects/payments-students-and-trainees 에서
Centrelink 에 연락하십시오.
참조: 10 장, 가족

학생 할인 카드
일부 주와 테리토리에서는 일반 학교 및 고등 교육 기관 학생들에게 대중 교통 수단 이용과
같은 서비스 요금을 지불할 때 할인 혜택을 주는 학생 카드를 발급합니다. 학생 카드 발급에
대해서는 학교 혹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지역사회 단기 과정
Adult and Community Education (ACE) 에서 지역사회의 15 세 이상의 사람들을 위해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CE 코스는 대개 매우 융통성 있게 운영되기 때문에 능력과
배경이 다양한 교육 대상자들의 요건에 맞출 수 있습니다. 과정은 대개 주당 2~3 시간씩 6~8.
주 동안 이어지거나 전일 워크숍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과정은 종종 저녁이나 주말에
실시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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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 과정이 대개 자격 취득으로 이어지지 않지만 보다 정규적인 교육과 직업 관련 훈련을
향한 진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ACE 는 직업 관련 기술과 자격을 제공하거나
개인이나 생활 양식 또는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일부 단기 과정은 예술, 정보 기술, 소기업, 영어와 외국어, 스포츠와 같은 분야에 걸쳐 지식과
기술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인증 받고 계획되었습니다.
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 (TAFE) 과 Vocational Education Training (VET) 기관도 공식
평가가 없는 비정규 단기 과정과 인증 단기 과정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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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용
항목 내용
•
•
•
•
•
•

구직 활동
Centrelink
자격 및 기술 인증
직장 내 권리와 보호
직장 내 보건과 안전
퇴직연금

구직 활동
호주의 노동 시장은 경쟁이 치열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일자리를 찾는가 하는 것은
경제적 요인, 본인의 자격과 기술, 영어 능력, 구하고자 하는 직종 등에 따라 다릅니다. 직장의
가능 여부는 호주의 지역에 따라 다양합니다.
주로 일간 신문에서 ‘Job vacancies’ (또는 ‘Positions vacant’)를 광고합니다. 구인란은 또한
온라인에도 열거됩니다. 민간 취업 알선업체는 전화 명부 및 여러 온라인 채용 웹사이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jobactive에서 호주 전역의 구인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호주 최대 규모의 무료
온라인 구직 웹사이트 (www.jobactive.gov.au/) 중 하나입니다.
자원봉사는 고용을 위한 경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참조: 12 장, 시민 참여

Centrelink
Centrelink 는 구직자를 위해 수당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자리를 찾거나 인가된 학업을
이수하거나 인가된 활동을 수행할 경우 소득 지원 수당을 받을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Centrelink

연락처

Centrelink 웹사이트

www.humanservices.gov.au

이주자, 난민 및 방문객들을 위한 정보

www.humanservices.gov.au/multicultural

다른 언어로 된 정보

www.humanservices.gov.au/yourlanguage

다른 언어로 된 정보를 위해

131 202

전화 구직자

132 850

구직을 지원하기 위해 Centrelink 는 jobactive 혹은 Disability Employment Services 와 같은
Employment Services Provider 로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벽지에서 사실 경우 Community
Development Program 제공업체로 의뢰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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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active
jobactive 는 구직자들을 고용주들과 연결시키며 호주 전역에 1,700 여 군데에서 제공업체들을
통해 제공됩니다. jobactive 제공업체들은 서비스를 고객의 필요에 맞춥니다. 이들은 현지
고용주들, 등록된 훈련 기관, 정부, 지역사회 및 보건 기관과 협력하여 고객들이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합니다.
여러분은 훈련과 업무 경험, 이사 지원, 급료 지원금, 훈련, 견습 혹은 신규 사업 시작을 돕는
New Enterprise Incentive Scheme 을 이용하기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Help for
jobseekers 가 www.employment.gov.au/jobactive-help-job-seekers 에서 가능합니다.
jobactive 제공업체는 여러분이 Job Plan 을 작성하도록 돕습니다. 이 플랜은 일자리를 찾고
유지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이력서 쓰기 업무 경험 얻기 및 새로운
기술과 자격증 얻기 등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난민 혹은 인도주의 입국자일 경우 도착하는 날부터 모든 고용 서비스에 해당 자격이 됩니다.
다른 이주인들은 좀더 제한된 고용 서비스에 해당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Centrelink 에 연락하십시오.
지역 jobactive 제공업체를 찾으려면 www.jobactive.gov.au 를 방문하십시오.
호주에서 법적으로 일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적합한 노동 비자를 가진 호주 방문객들 포함)
수확 노동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지방에서 열매 및 기타 곡식 수확을 포함합니다. Harvest
Labour Service 제공업체들은 jobactive 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jobactive

연락처

Job Seeker Hotline

136 268

jobactive 웹사이트

www.jobactive.gov.au

jobactive 영어 이외의 언어로 된 정보

www.employment.gov.au/translated-jobactivefactsheets

호주의 Labour Market Update 발행물

http://employment.gov.au/australian-labourmarket-update-publication

Harvest Labour Services 정보

www.harvesttrail.gov.au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서비스:
기관 혹은 서비스

전화

웹사이트

Australian Apprenticeships

13 3873

www.australianapprenticeships.gov.au

Jobguide – 청소년 고용
Experience+ – 성인 연령 고용

www.education.gov.au/job-guide
13 1764

www.employment.gov.au/job-seeker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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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혹은 서비스

전화

MyFuture – 구직 조언을 제공하는
웹사이트
소규모 사업 시작을 지원
JobAccess – 장애 근로자

웹사이트
http://myfuture.edu.au

www.employment.gov.au/selfemployment-new-enterprise-incentivescheme-neis
www.jobaccess.gov.au/people-with1800 464 800
disability
13 62 68

자격 및 기술 인증
특정 직업에서의 자격, 기술 혹은 관련 직장 경험이 있을 경우, 이를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으면
호주 내 일자리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식과 기술을 인증 받으면 미래의 직장 전망과
경력 개발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호주에서 학업이나 훈련을 받을 계획일 경우 자격증이나 해외의 업무 경험을 평가받고
인정받으면 코스 입학 요건 충족에 도움이 되고 학업을 위해 필요한 시간도 절약될 수도
있습니다.
자격증 인정 정보를 위한 참조 사이트: http://internationaleducation.gov.au/services-andresources/pages/qualifications-recognition.aspx
기술과 자격증 평가 및 인정을 받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 지식 인증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RPL)은 교육, 훈련, 직장 및 삶의 경험을 통해 취득한 지식과
기술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완전한 혹은 부분적인 호주 자격증을
여러분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RPL 평가는 호주의 Registered Training Organisations (RTOs)에서 수행합니다. RTO 는 고등
교육 제공기관 (대학교)과 직업 교육 훈련 기관을 포함하는데 이들 기관은 정부 소유 혹은 민간
제공업체일 수도 있습니다.
아래 사항이 있는 경우 RPL 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
•
•

해외 자격증.
관련 교육 수료증
유급 혹은 무급의 직장 경험, 삶의 경험 혹은 지역사회 봉사에서 취득한 기술 및 지식의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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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O 를 위해 혹은 이를 대신해서 일하는 호주의 유자격 평가자들이 RPL 평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평가자는 여러분의 특정한 과제 수행을 관찰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기술에 대해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또한 호주의 관련 자격증과 여러분의 증빙 문서, 경험 및
기술 (정식 교육 및 업무 경험 포함)을 비교할 것입니다. 호주는 국가 자격 체제가 있어서
자격증이나 결정 사항은 모든 RTO 들이 인증할 것입니다.
평가자는 여러분이 어떠한 증빙 서류를 제공해야 될 지를 알려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격증이나 훈련 증명서, 고용주 추천서, 직장 업무 진술서 및 업무 견본 등의 사본입니다.
여러분이 적합한 훈련 기관을 확인하면 그 기관에 연락하여 본인의 RPL 옵션과 평가에 따라
초래될 수도 있는 요금 그리고 본인의 기술 및 경험의 인증 등에 대해 의논할 수 있습니다.
요금은 대개 RPL 평가를 위해 부과될 것입니다.
아래 웹사이트에서 RTO 의 연락처와 위치가 있습니다.
•
•

MySkills – www.myskills.gov.au –해당 지역에서 평가 받을 수 있는 직업 교육 및 훈련
(VET) 코스.
MyFuture – www.myfuture.edu.au –RPL 신청 과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대학교를
포함한 호주 RTO 연락처.

기술 평가 기관
기술 평가 기관들은 이주민이 특정 직업 혹은 전문 분야에서 호주 표준으로 일할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평가 및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이들 서비스는
대개 이민 목적을 위해 제공되는데 많은 기관들은 아래 사항을 돕기 위해 기타 다른
목적으로도 평가 및 테스트를 제공합니다.
•
•
•

Australian Qualification Framework 자격증 취득.
특정 직업의 면허 및 등록 이용.
전문 단체의 인증 획득.

해외에서 취득한 특정 직업의 자격증, 기술 및 경험을 평가할 책임이 있는 기관이 현재 호주에
37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업이나 전문 분야가 어떤 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www.border.gov.au/Trav/Work/Work/Skills-assessment-and-assessing-authorities
에서 기관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호주 사업 인증 – 기술 인증
Trades Recognition Australia (TRA)는 호주 정부의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산하의 사업 부서입니다. 이곳은 Australian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
(DIBP)에서 명시한 약 130 개의 기술 및 사업자 직업을 위한 기술 평가 기관입니다. TRA 는
여러 다양한 기술 평가 서비스를 운영하며 이들 서비스는 신청자의 상황 및 이들이 원하는
이주 결과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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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 Trades Recognition Service 및 TRA Optional Skills Assessment Service 는 고용 및 면허
목적을 위해 기술 인증을 시행합니다. TRA 가 인가한 Registered Training Organisations
(RTOs)는 호주 전역에 해당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평가 후에 여러분의 기술은 자격증으로
공식 인증될 수도 있습니다. 즉, Offshore Technical Skills Record 혹은 이수증이 발급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여러분이 호주 업무 기준 충족 혹은 면허 취득을 위해 추가 훈련 수행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TRA 기술 평가가 여러분을 위해 적합한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www.tradesrecognitionaustralia.gov.au/PathFinder/Pages/default.aspx 에서
TRA Pathfinder 를 참조하십시오.
여러분은 또한 공식 기술 평가를 수행해야 될 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무료 서비스,
TradeSET 를 www.tradeset.com.au 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호주 사업 인증

연락처

이메일

+61 2 6240 8778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10 시에서 오후 12 시, 오후
1 시에서 오후 5 시 (AEST), 공휴일 제외 (GMT +10 시간)
1300 360 992
근무시간, 위와 동일
traenquiries@education.gov.au

TRA 웹사이트

www.tradesrecognitionaustralia.gov.au

전화 (호주 외부)
전화 (호주 내)

대학교 자격증 인증
호주 주 및 테리토리에 기반한 Overseas Qualification Unit (OQU)는 일반적 목적을 위한 해외
자격 (즉, 주요 학업, 이민 혹은 고용 요건이 아님)에 대한 인증을 제공합니다. OQU는
Australian Qualification Framework를 적용하여 본인의 자격을 호주의 자격 기준과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DET)은 해외 자격증 비교에 대한 일반 정보와 조언을
제공합니다. DET 에 연락하기 이전에 해당 주 혹은 준주의 OQU 에 연락해 보십시오.
OQU 에서 필요하면 DET 로 의뢰해 드릴 것입니다.
기관

웹사이트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https://internationaleducation.gov.au/Services-AndResources/services-for-individuals/Pages/Servicesfor-individuals.aspx

State and territory Overseas
Qualification Units

https://internationaleducation.gov.au/services-andresources/pages/qualifications-recognition.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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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훈련 과정을 이수한 전문인으로서 자격증을 인증받기 위해 연계 학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수업료 지원에 해당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FEE-HELP에 1800 020 108로
연락하거나 http://studyassist.gov.au/sites/StudyAssist/HELPpayingMyFees/FEE-HELP 를
방문하십시오.

직장 내 권리와 보호
호주의 모든 근로자는 직장에서 기본적인 권리가 있으며 보호를 받습니다.
해당 직업에 적용되는 근로협약 혹은 계약에 명시된 최저 임금 지급, 휴식 시간, 병가 및 최저
수당 이용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Fair Work Ombudsman 는 www.fairwork.gov.au 에서 고용주 및 피고용인들을 위해 호주의
고용법에 관한 정보 및 자문을 무료로 제공하며 영어 이외의 언어를 포함합니다.

최저 임금
호주의 모든 피고용자는 최저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금액은 근무하는 해당 주 및
테리토리, 연령, 적용되는 근로협약 (award), 고용 계약 내용 등에 따라 다릅니다.
해당 고용주는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불해야 하며 피고용인의 동의 없이 소득 (세금 및 퇴직
연금 목적은 제외) 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일을 시작할 때 고용주에게 공제 내역을 분명하게
설명하도록 요청하십시오. 피고용자가 임금에서 공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 지불 하루 내에 급여명세서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고용 조건
호주의 모든 노동자는 최저 고용 조건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근무 시간,
초과 근무 수당, 휴식, 병가, 휴가 등이 적용됩니다.

대의권
호주의 모든 노동자는 노동 조합에 가입하고 조합에 대의권을 부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임금, 고용 조건, 직장 내 권리에 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조합은
직장 내 문제를 지원하고 고용주와 조합원의 임금과 고용 조건에 관해 협상합니다.
고용주에게 피고용자 본인이 조합원이라는 사실을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주는
피고용자가 노동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해고할 수 없습니다.
조합 가입을 원하지만 어느 조합에 가입해야될 지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Australian Unions at
www.australianunions.com.au 로 연락하십시오. Australian Unions 는 회원제이며 Australia
Council of Trade Unions 에서 운영하는 자문 서비스 기관입니다. 직장 내 권리나 자격에 관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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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금지 및 보호
근로자는 인종, 종교, 성별, 임신, 성적 취향, 장애, 노동조합 가입 등의 이유로 직장에서 받는
‘불리한 행위’와 차별로부터 보호됩니다.
‘불리한 행위’란 아래 사항이 포함됩니다.
•
•
•
•
•

일자리 거부
해고
훈련 기회 거절
승진 거부
불리한 근무 조건 혹은 고용 조건에 처함

discrimination laws 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 참조 사이트:
www.humanrights.gov.au/employers/good-practice-good-business-factsheets/quick-guideaustralian-discrimination-laws
complaint (불만제기)하기 위한 사이트: www.humanrights.gov.au/complaints/complaintguides/what-you-can-complain-about/complaints-about-discrimination-employment

기타 직장 권리
고용주는 근로자가 직장에 대한 문의나 불만을 제기 (고용주나 해당 기관에) 하거나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려는 이유 때문에 피고용인을 부당하게 대하거나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정확한 임금과 근로 조건과 직장 권리를 보장받는 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거나 고용주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국가 기관

전화

웹사이트

Fair Work Ombudsman
(영어 이외의 언어)

13 1394

www.fairwork.gov.au/contact-us/language-help

이주민과 비자 소지자들을 위한
Fair Work Ombudsman

www.fairwork.gov.au/find-help-for/visa-holdersand-migrants

Australian Unions

1300 486 466 www.australianunions.com.au/

Fair Work Commission

1300 799 675 www.fwa.gov.au/

호주 정부

www.australia.gov.au/information-andservices/jobs-and-workplace/working-conditions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

http://www.border.gov.au/Trav/Work/Work/workp
lace-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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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보건과 안전
여러분은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에서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들은 고용주의 보건 및
안전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부상당한 경우 근로자 보상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호주의 주와 테리토리는 Work Health and Safety (WHS) 법률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라고도 함)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있습니다. 이들 법률은 고용주와 정부 기관 그리고
직장 보건 책임자들의 의무를 명시합니다.
직장 생활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여겨 진다면, 관련 규제 기관 혹은 직장의 보건 및 안전 대리인
(해당될 경우)에게 연락하십시오.
주 및 준주 안전 규제 기관:
지역

보건 및 안전 규제 기관

전화

웹사이트

ACT

WorkSafe ACT

02 6207 3000

www.worksafety.act.gov.au

NSW

WorkCover NSW

13 1050

www.workcover.nsw.gov.au

NT

NT WorkSafe

1800 019 115

www.worksafe.nt.gov.au

Qld

WorkCover Queensland

1300 362 128

www.worksafe.qld.gov.au

SA

SafeWork SA

1300 365 255

www.safework.sa.gov.au

Tas.

WorkSafe Tasmania

1300 366 322

www.worksafe.tas.gov.au

Vic.

WorkSafe Victoria

1800 136 089

www.worksafe.vic.gov.au

WA

WorkSafe Western Australia

1300 307 877

www.worksafe.wa.gov.au

National

Comcare

1300 366 979

National

Safe Work Australia

1300 551 832

www.comcare.gov.au
http://www.safeworkaustralia.g
ov.au/sites/swa/whsinformation/working-safely-inaustralia/pages/default

광산과 오일 그리고 가스와 같은 산업체들은 별도의 안전 규제기관들이 있습니다. 근로자 보상
규제기관을 비롯하여 규제기관 전체 목록을 원하시면 www.safeworkaustralia.gov.au/sites/
swa/about/who-we-work-with/regulators/pages/whs-regulators 를 방문하십시오.

퇴직 연금
퇴직 연금은 퇴직에 대비한 저축의 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및 여러분의 고용주는 퇴직연금
펀드에 금액을 적립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은 대개 60세를 넘을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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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경우에 고용주는 법률에 의거 근로자 소득의 9% 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가 선택한
퇴직연금 기금에 적립해야 합니다. 피고용 근로자도 본인의 연금에 추가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근로자의 연금에 적정 금액을 적립하는 지 확인하려면 본인의 퇴직연금 기금에
문의하십시오.
자영업자일 경우 자신의 은퇴를 위해 별도의 퇴직연금 적립을 고려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
퇴직연금 정보

전화

웹사이트

Australian Taxation Office

13 1020

www.ato.gov.au/super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1300 300 630

www.moneysmart.gov.au/superannuationand-ret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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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호주 법률
항목 내용
호주에 있는 누구나 호주의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른 국가에서 허용되는 일부 사안이
호주에서 불법 행위로써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호주 법률을 잘 알면 지역 사회의 생활에 적응하고 문제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
•
•
•

범법 행위
폭력
가정 폭력 및 가족 폭력 그리고 성폭력
법적 동의 연령
아동의 권리

•
•
•

아동 보호
강제 결혼
여성의 생식 건강과 권리

•
•
•
•
•
•

무기 및 칼
동물 및 야생 생물
흡연, 음주 및 마약
식물 혹은 동물 수입 제한
기타 법률
법률 지원

범법 행위
범죄는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나 행동으로 처벌을 야기합니다.
심각한 중범죄로는 살인, 폭행, 성폭행, 재산 침해 혹은 절도, 무장 강도, 법적 동의 연령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과의 성관계, 난폭 운전, 불법 마약 소지 및 남용, 사기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연방과 주 및 지방 정부 직원 등 공무원에게 뇌물 (금전 제공) 공여나 뇌물을 주려는
시도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공무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선물이나 뇌물을 주는 행위는
불법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총기류와 같은 무면허 무기 소지 역시 호주 법률에 저촉됩니다. 대부분 주와 테리토리에서는
공공 장소에서 칼과 같이 기타 잠재적인 무기를 소지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긴급 상황에 처했거나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000으로 전화하여
“Police” (경찰)을 요청하십시오. 참조: 2장, 지원 받기.
범죄 현장을 목격했거나 경찰이 범죄를 해결 또는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입수한
경우, www.crimestoppers.com.au 에서 Crime Stoppers로 연락하거나 1800 333 000로
전화하십시오. 이름을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131 450 으로 전화하십시오
56

폭력
호주에서 타인에 가하는 폭력은 위법이며 아주 심각하게 다룹니다. 폭력을 범하는 사람은
남녀를 막론하고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폭력 (가정 및 가족 폭력)을 비롯하여 범죄나 폭력의 희생자를 돕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가정 및 가족 폭력 그리고 성폭행
가정 및 가족 폭력은 파트너 혹은 다른 가족 구성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공포를 조장하여
이들을 통제할 목적을 지닌 행위 혹은 협박을 포함합니다. 아래와 같은 예가 있습니다.
•
•

가족 구성원 혹은 파트너를 때리거나, 목을 조르거나 상처를 입힘
가족 구성원 혹은 파트너에게 기본적인 돈을 거부함

•
•
•

파트너를 친구 및 가족들로부터 분리시킴
파트너를 지속적으로 모욕하거나 비난함
자녀들 혹은 애완동물을 위협함.

성폭행이나 성폭력은 상대의 동의 없이 범하는 성적 행동입니다. 성폭행은 아래를 포함합니다.
•
•
•

다른 사람에게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거나 성 행위를 하도록 강요함
다른 사람이 포르노물을 보도록 강요함
아동과 성관계를 가지거나 성행위를 함

호주에서는 누구에게든지 성적으로 폭행하는 것은 법률 위반입니다. 성폭행범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 결혼 혹은 가족 내의 성폭행도 법률 위반입니다.
여성은 남성과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 호주 법률은 여성과 남성을 동등하게 대우합니다.
모든 사람이 폭력에서 자유롭고 행복한 관계와 행복한 공동체 속에서 살 권리를 가집니다.
여성은 부당한 혹은 해를 입는 대우를 용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누군가가 위험한 상황에 있을 경우 000 으로 전화하여
“Police (경찰)”를 요청하십시오. 호주 경찰은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습니다.
Family Safety Pack 은 여러분의 권리 이해를 돕고 필요하면 어디에서 지원을 받을 지를 알려
드립니다. 호주에서는 문화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런 서비스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정보 팩은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있으며
www.dss.gov.au/family-safety-pack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800 RESPECT 는 비밀 보장이 되는 무료 전화 및 온라인 상담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상담자들은 여러분을 경청할 것이며 질문에 답변을 하고 해당 지역의 다른 지원 서비스로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1800 737 732 로 전화하거나 www.1800respect.org.au 를
방문하십시오.

131 450 으로 전화하십시오
57

MensLine 은 남성들이 폭력 문제를 포함하여 가족 관계에서 경험하는 문제들을 관리하도록
지원하는 상담서비스입니다. 1300 789 978 로 전화하거나 www.mensline.org.au 를
방문하십시오.
통역사가 필요할 경우 통번역서비스 (TIS National)에 무료 통화 131 450 으로 전화하십시오.
TIS National 은 상담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다른 서비스와 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역
National

가정 및 가족 폭력 서비스
Domestic Violence and Sexual Assault - 24 시간 헬프 라인, 혹은
www.1800respect.org.au

National

Child Abuse Prevention Service
- 24 시간 헬프 라인, 혹은
www.childabuseprevention.com.au/reporting-abuse.html
Mensline Australia - 24 시간 헬프 라인
www.mensline.org.au
Men’s Referral Service
http://mrs.org.au
Domestic Violence Crisis Line
http://dvcs.org.au
Domestic Violence Advocacy Service - Sydney Advice Line
www.wlsnsw.org.au/legal-services/domestic-violence-legalservice
Domestic Violence Advocacy Service – 시드니 외부 무료 전화

National
National
ACT
NSW

NT

Qld

SA

Tas.

Community Services Domestic Violence Line
www.community.nsw.gov.au/parents,-carers-andfamilies/domestic-and-family-violence/domestic-violence-line
Crisis Line
www.ncsmc.org.au/wsas/resources/res_nt.htm
Domestic Violence Counselling Service
www.dawnhouse.org.au/domestic-violence-counselling-service
Women’s Help Line
www.dvconnect.org/womensline
Men’s Help Line
www.dvconnect.org/mensline/
Domestic Violence Crisis Services
www.sa.gov.au/topics/emergencies-and-safety/safety-at-homeand-in-the-community/domestic-violence
Domestic Violence Help Line
www.1800respect.org.au/common-questions/who-can-i-talk-toabout-domestic-family-violence-or-sexual-assault/south-australiacounselling-services/
Family Violence
www.dpac.tas.gov.au/safehomessafefamilies

전화
1800 200 526
혹은
1800 737 732
1800 688 009

1300 789 978
1300 766 491
02 6280 0900
02 8745 6999

1800 810 784
1800 656 463

1800 019 116
08 8945 6200
1800 811 811
1800 600 636
1300 782 200

1800 800 098

1800 633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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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Vic.

WA

가정 및 가족 폭력 서비스
Response and Referral – 상담 및 지원 서비스
www.dhhs.tas.gov.au/service_information/children_and_families/
family_violence_counselling_and_support_service
Eastern Domestic Violence Service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9 시에서 5 시
http://edvos.org.au/what-we-do
Immigrant Women’s Domestic Violence Service
www.iwss.org.au
Immigrant Women’s Domestic Violence Service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9 시에서 5 시
상담 및 지원
www.safesteps.org.au
Men’s Referral Service, 리치몬드, 빅토리아주에서 무료 전화
http://mrs.org.au/about

전화
1800 608 122

Men’s Referral Service, 리치몬드,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9 시에서 오후 9 시
Women’s Domestic Violence Crisis Service
www.dcp.wa.gov.au/CrisisAndEmergency/Pages/Women%27sDomestic-Violence-Helpline.aspx
Women’s Domestic Violence Crisis Service
퍼스 외부에서 통화
Men’s Domestic Violence Helpline
www.dcp.wa.gov.au/CrisisAndEmergency/Pages/Men%27sDomestic-Violence-Helpline.aspx

03 9428 2899

03 9322 3555

1800 755 988
03 9898 3145
1800 015 188

1800 065 973

1800 007 339

08 9223 1188
1800 000 599

여러분은 가정 혹은 가족 폭력 문제를 다루기 위해 법적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본 장의 뒷부분을 참조하십시오.

법적 동의 연령
법적 동의 연령은 법률로 인정하는 타인과 성관계를 동의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대부분 주와 테리토리에서 남녀 모두 법적 동의 연령은 16 세입니다. 남호주 (South
Australia)와 태즈마니아 (Tasmania)에서는 17 세입니다.
성인이 동의 연령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맺는 것은 불법입니다. 아동의 동의 여부와는 상관
없이 누구라도 해당 법률을 위반할 경우에는 중형을 받습니다. 이 법은 청소년을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합니다.
법적 동의 연령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의사와 상담하거나 성 보건 클리닉 또는 가족 계획
클리닉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White Pages에 나와 있습니다.

아동의 권리
호주는 아동의 인권 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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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은 가정과 학교에서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와 방치, 폭력으로부터 법률로 보호됩니다.
아동을 감독하고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때리기와 같은 체벌은 삼가야
하며 만약 심각한 해를 초래할 경우에는 법률에 저촉됩니다. 학교에서 체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호주에서 의사와 교사와 같은 특정인은 아동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 이를 주 및
테리토리 아동 보호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 보호
관행이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해악을 끼치거나 피해를 입힐 소지가 있는 경우,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 보호 서비스에서 개입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다른 누군가가
폭력이나 학대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경우, 경찰 또는 아동 보호 기관에 연락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
지역

아동 보호 기관 및 웹사이트

National Child Abuse Prevention Services
www.childabuseprevention.com.au

전화
24 시간 서비스
1800 688 009

ACT

ACT Government Community Services
www.communityservices.act.gov.au/ocyfs

1300 556 729

NSW

Community Services Helpline
www.community.nsw.gov.au/preventing-child-abuse-and-neglect

132 111

NT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https://nt.gov.au/law/crime/report-child-abuse

1800 700 250

Qld

Department of Communities, Child Safety and
Disability Services
www.communities.qld.gov.au/childsafety/child-safety-services

1800 811 810

SA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Child Development
www.families.sa.gov.au/pages/protectingchildren/HowToNotify

131 478

Ta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otline
www.dhhs.tas.gov.au/children/child_protection_services

1300 737 639

Vic.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 Child Protection
www.dhs.vic.gov.au/for-individuals/children,-families-and-youngpeople/child-protection
Department for Child Protection and Family Support
www.dcp.wa.gov.au/pages/home.aspx

131 278

WA

1800 199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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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결혼
호주의 모든 사람들이 결혼 여부를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강제로 결혼시키는 것은
호주에서 범죄입니다. 강제 결혼은 전적으로 자유롭게 동의함 없이 협박이나 강요 혹은 사기로
인해 결혼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누군가를 신체적, 정서적 혹은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여 결혼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종교적 혹은 민족적 배경이 무엇이든 성별 혹은 성적 지향이나 나이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사람을 해외로 보내 강제 결혼시키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주선하게 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16 세 미만 아동은 결혼할 수 없습니다. 16~18 세 연령층은 부모가 동의하고 호주 법원에서
결혼을 인가하는 판사 혹은 법관의 명령이 있어야 결혼할 수 있습니다.
중매 결혼은 호주에서 합법입니다. 양 당사자가 동의해야 합니다.
강제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나 도움을 구하는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더
알기를 원하시면 www.ag.gov.au/forcedmarriage 를 방문하십시오.
Family Safety Pack (www.dss.gov.au/family-safety-pack)은 강제 및 조기 결혼에 대한
안내자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강제 결혼을 당하거나 그러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되시면 Australian Federal
Police 에 131 237 로 전화하십시오.
아래 기관에서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역

기관 및 웹사이트

National

National Sexual Assault, Domestic and Family Violence 1800 737 732
Counselling Service
www.1800respect.org.au

National

Family Law Information
1300 352 000
http://www.familycourt.gov.au/wps/wcm/connect/fcoawe
b/family-law-matters/getting-help/migrants-refugeeslanguage-support
Anti-Slavery Australia
02 9514 9662
www.antislavery.org.au

National / NSW
National / NSW

My Blue Sky
www.mybluesky.org.au

전화

02 9515 8815 혹은
0481 070 844
(텍스트)

Vic.

Australian Muslim Women’s Centre for Human Rights
www.ausmuslimwomenscentre.org.au

03 9481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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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생식 건강과 권리
호주에서 여성 생식기 할례 혹은 절단 (FGM/C) 관습은 불법입니다.
FGM/C 는 외부 여성 생식기의 부분 혹은 전체 절단 혹은 여성 생식 기관의 기타 부상에
관여하는 시술로서 비의학적 이유로 수행되는 시술을 포함합니다.
사람을 해외로 데리고 가거나 보내 그 사람에게 FGM/C를 행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주선하게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FGM/C 는 심각하며 장기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 도착하는 여성과 여아는
이러한 관습으로 인해 건강상 문제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래 열거된 전문가 서비스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

여성 생식 권리 서비스

National

National Education Toolkit for FGM/C in Australia
www.netfa.com.au
Sexual Health and Family Planning
www.shfpact.org.au

ACT

NSW

전화

02 6247 3077

Women’s Health Service
www.health.act.gov.au/our-services/women-youth-andchildren/womens-health-service

02 6205 1078

Women’s Information and Referral Service
www.women.nsw.gov.au

1800 817 227

Education Program on FGM
02 9840 3877
http://www.dhi.health.nsw.gov.au/NSW-Education-Programon-Female-Genital-Mutilation/NSW-Education-Program-onFemale-Genital-Mutilation/default.aspx
NT

Qld

Sexual Assault Referral Centre
www.health.nt.gov.au/sexual_assault_services
Darwin
Alice Springs

08 8922 6472
08 8955 4500

Family Planning Welfare Association
www.fpwnt.com.au

08 8948 0144

Family Planning Queensland (True)
www.fpq.com.au or
www.true.org.au

07 3250 0240

Multicultural Women’s Health – FGM
07 3250 0240
www.true.org.au/resources/resources-overview/multiculturalwomens-health-female-genital-mutilation-fgm
SA

Women’s Information Service
www.wis.sa.gov.au

1800 188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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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Tas.

여성 생식 권리 서비스

전화

Women’s Health Service
www.whs.sa.gov.au

08 8444 0700

Red Cross - Bicultural Community Health Program
www.redcross.org.au/bi-cultural-health.aspx
- Child protection service
www.dhhs.tas.gov.au/children/child_protection_services
Tasmania police
www.police.tas.gov.au

Vic.

131 444

Crime stoppers
http://crimestopperstas.com.au

1800 333 000

Royal Women's Hospital
https://www.thewomens.org.au/health-information
시골 지역 무료 통화

03 8345 3058

South Eastern Centre Against Sexual Assault
www.secasa.com.au
무료통화– 24 시간
위기

WA

1300 737 639

1800 442 007

1800 806 292
03 9594 2289

Australian Muslim Women’s Centre for Human Rights
http://ausmuslimwomenscentre.org.au/2014/a-guide-forresponsible-reporting-on-female-genital-cutting

03 9481 3000

Women’s Information Service
www.communities.wa.gov.au/communities-infocus/women/womens-informationservice/Pages/default.aspx
무료통화,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9 시에서 오후 4 시

1800 199 174

WA Health, FGM Program
08 9340 1557
www.kemh.health.wa.gov.au/health_professionals/WHCSP/g
bv.php

소형 화기 및 칼
칼이나 총기류 등의 무기를 소지하는 것은 호주에서 위법입니다. 총을 소지하거나 소유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합니다.
총기류 사용과 총기류 혹은 칼을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 데는 대개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각
주 및 준주는 총기류 사용 및 소유에 대해 다른 규정과 법규가 있습니다.

동물 및 야생 생물
토종 동물을 사냥하거나 국립 공원 혹은 기타 자연 보호구역에서 동물을 사냥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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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과 낚시 법규는 주 및 준주마다 다르며 해당 지역에 어떤 법규가 적용되는 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지역에는 위험한 동물을 사냥할 수도 있습니다. 사냥을 위해서는 면허나
허가증이 있어야 하거나 요금을 지불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사용하는 모든 무기는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해양이나 강에서의 여가 낚시는 허락될 수도 있으며 대개 면허증 혹은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대체로 잡을 수 있는 고기의 크기와 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호주에는 동물을 잔인하게 다루거나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규가 있습니다. 동물 및 조류를
학대하는 사람은 벌금형 혹은 징역 혹은 두 가지 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현지 법규는
가정에 동물을 키우도록 허용하지만 일반적으로 호주 토종 동물을 키우는 것은 특별 면허가
필요합니다.
백야드에서 동물을 죽이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참조: 12 장, 시민 참여.

흡연, 음주 및 마약
흡연은 건강에 위험하며 호주에서의 사망과 질병의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담배 및 금연 방법에 대한 정보는 의사나 약사 등 의료 전문인들로부터 가능합니다. 정보는
또한 Quitline 에서 13 7848 (13 Quit) 혹은 www.quitnow.gov.au 에서도 가능합니다.
호주에서는 아동이 있는 차량 안과, 사무실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공 장소, 관공서와 직장, 쇼핑
센터, 병원, 의료 클리닉, 오락 시설 및 식당에서 금연입니다.
18 세 미만 사람에게 담배 제품을 팔거나 공급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호주에서 음주는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특정 시간과 특정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음주
지침에서는 어느 날이든지 두 개의 표준 드링크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장합니다.
누구라도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됩니다. 18 세 미만
미성년자가 개인 주택과 같은 개인 장소를 제외한 곳에서 음주하는 것은 법률에 저촉됩니다.
많은 공공 장소에서도 음주 행위가 금지됩니다.
호주에는 마약 소지, 판매 및 사용을 방지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마약법을 위반하는 경우 벌금
및 징역을 포함하여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호주의 마약법은 불법 마약 사용자와 마약을
공급,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를 구분합니다.
마약 혹은 알코올의 영향 하에서 운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마약 복용 후에 운전하거나 음주
운전을 할 경우 운전 면허증이 취소되거나 벌금형을 받거나 감옥에 가거나 혹은 이 모든
처벌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8 장,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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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혹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누군가가 불법 약물 혹은 알코올 문제가 있을 경우 의사나
해당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 혹은 해당 주 및 준주의 알코올이나 약물 헬프라인에 연락하십시오.
주 및 준주

알코올 및 약물 정보 서비스 전화번호

ACT

02 6207 9977

NSW

02 9361 8000 (Sydney)
1800 422 599 (NSW 지방)

NT

08 8922 8399 (Darwin)
08 8951 7580 (중앙 오스트레일리아)
1800 131 350 (테리토리 전역)

Qld

1800 177 833

SA

1300 131 340

Vic.

1800 888 236

Tas.

1800 811 994

WA

08 9442 5000 (Perth)
1800 198 024 (WA 지방)

더 자세한 정보:
기관 혹은 캠페인

웹사이트

National Tobacco Campaign

www.quitnow.gov.au

Department of Health

www.alcohol.gov.au/

National Drugs Campaign

www.drugs.health.gov.au/

Australian Drug Information Network

www.adin.com.au/content.asp?Document_ID=38

식물 혹은 동물 수입에 대한 제한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거나 호주를 왕래할 경우 어떤 식물과 동물을 구매하거나 지닐 수
있는 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www.environment.gov.au/biodiversity/wildlife-trade/
travellers-shoppers 를 방문하십시오.
여러분의 수화물이 wildlife laws 를 위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www.environment.gov.au/
biodiversity/wildlife-trade/travellers-shoppers/tourist-souvenirs 를 방문하십시오.
어떤 식물과 동물이 호주 내에서 운반될 수 있는 지에 대한 법규도 있습니다. 호주 내에서의
여행 계획을 하시려면 www.quarantinedomestic.gov.au/ 를 방문하여 행선지까지 품목을
운반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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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규
호주에는 사형제도가 없습니다.
쓰레기 투기, 오염시키기 혹은 허가 없이 폐기물 처리 혹은 지나친 소음 등을 방지하는 법규가
있습니다.

이웃과의 분쟁
이웃과의 분쟁도 많은 경우 법에 따릅니다. 분쟁 해결 및 중재 서비스가 있으며 이는 법정 소송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
주및
테리토리

서비스

ACT

Conflict Resolution Service

NSW

Information about the law in NSW

NT

Community Justice Centre

www.cjc.nt.gov.au/

Qld

Queensland Government

www.qld.gov.au/law/housing-and-neighbours/

SA

Legal Services Commission of SA

www.lawhandbook.sa.gov.au/ch31s01.php

웹사이트

Tas.

Hobart Community Legal Service

Vic.

Victoria Legal Aid

WA

Legal Aid WA

www.crs.org.au/pdf/Healthy_neighbourhoods
_brochure.pdf
www.legalanswers.sl.nsw.gov.au/guides/neig
hbours/

www.hobartlegal.org.au/tasmanian-lawhandbook/community-andenvironment/neighbourhooddisputes/introduction
www.legalaid.vic.gov.au/find-legalanswers/disputes-with-neighbours
www.legalaid.wa.gov.au/InformationAboutThe
Law/Homes/neighbours/Pages/NeighboursCo
mmonProblems.aspx

참조: 12 장, 시민 참여

법률 지원
모든 주와 테리토리에는 시민들에게 법적 권리와 의무를 알리고 사법 제도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Legal Aid 기관들은 형사법적 사안, 가정 해체, 가정 폭력, 이민, 정신 건강, 사회보장, 부채,
교통 위반 등과 관련된 법률 상담과 도움을 자격이 되는 고객들에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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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및
테리토리

법률 지원 기관

전화

웹사이트

ACT

Legal Aid ACT

1300 654 314

www.legalaidact.org.au/

NSW

Legal Aid NSW

1300 888 529

www.legalaid.nsw.gov.au/

NT

Northern Territory Legal Aid
Commission

1800 019 343

www.nt.gov.au/ntlac

Qld

Legal Aid Queensland

1300 651 188

www.legalaid.qld.gov.au/

SA

Legal Services Commission of
South Australia

1300 366 424

www.lsc.sa.gov.au/

Tas.

Legal Aid Commission of
Tasmania

1300 366 611

www.legalaid.tas.gov.au/

Vic.

Victoria Legal Aid

1300 792 387

www.legalaid.vic.gov.au/

WA

Legal Aid Western Australia

1300 650 579

www.legalaid.wa.gov.au/

지역사회 법률 센터는 다양한 사안에 대해 법률 조언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일부에서는
지역사회 강의를 제공하여 법적 권리와 의무에 대해 더 자세히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국립 법률 기관

웹사이트

National Association of Community Legal Centres

www.naclc.org.au/

Children’s and Youth Law Centre

www.lawstuff.org.au/

Women’s Legal Services

www.wlsa.org.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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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택
항목 내용
호주 주택은 구하기가 어렵고 임차료도 비쌀 수 있습니다. 특히 대가족이라면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 거주지를 찾기가 힘들지 모릅니다. 요건을 절충하여 가능한 주거를 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
•
•
•
•
•
•

단기 숙소
개인 주택 및 아파트 임대차
주택 지원
임차인의 권리와 책임
주택 및 아파트 구입
필수 가정생활 서비스
가정 쓰레기 수거 재활용
우편

단기 숙소
단기 숙소는 처음 도착할 때 고려할 수도 있는 옵션으로서 아래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
•

•

호스텔 및 호텔의 할인된 요금
호주에서 학업을 하는 경우, 정착을 하는 동안 임시 학생 숙소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교육 기관의 유학생 지원 담당관과 이야기하거나 더 자세한 내용은 그 기관의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유학생을 위한 숙소 옵션을 위한 참조 사이트:
www.studyinaustralia.gov.au/global/live-in-australia/accommodation
호주에서의 학생을 위한 생활비 참조 사이트: www.studyinaustralia.gov.au/global/livein-australia/living-costs

개인주택 및 아파트 임대차
일반적으로 건물주를 대리하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주택이나 아파트를 임차합니다. 또한
건물주로부터 직접 임차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용 부동산은 인터넷과 신문의 ‘To let’과
‘Accommodation vacant’ 난에 광고로 게재됩니다. 아울러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들러 임차
가능한 부동산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Lease)’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 (Residential tenancy agreement)’은 임차인과 임대인
간 법적 서면 계약서입니다. 대개 6 개월이나 12 개월로 기간이 정해지지만 서명하기 전에
임차 기간에 대해 협의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임차 기간이 만료될 때면 임차 계약을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서면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임차 조건에 미리 동의한다는 것인데 이를 테면
임차 비용, 납부 시기, 공과금 (전기, 수도, 가스, 쓰레기 수거 및 기타 서비스)을 납부하는 사람,
건물 검사 빈도, 애완동물 허용 여부, 거주 가능 기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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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 계약을 해지 (“breaking a lease”라고 함)할 경우,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거주할 수 있는 기간보다 더 길게 임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임차 계약이 시작될 때는 일반적으로 임대 보증금과 함께 한 달치 임차료를 선납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건물주에게 지불됩니다. 주 및 준주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건물주나
부동산 중개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해당 주 및 준주에 주거 임차 보증금 책임 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 건물에서 퇴거할 경우 보증금은 임차료 미납금이 없을 경우 그리고 건물이
청결한 상태가 되고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 임차인에게 반납됩니다.
이사 하전에 건물의 기존 상태 및 손상을 ‘상태 보고서 (condition report)’에 기록합니다.
보고서는 임차인과 건물주 또는 부동산 중개인이 함께 작성하며 이는 퇴거 시에 논란을
피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임차인은 모든 손상에 대해서 건물주에게 보고해야 하며 건물에
변경을 가하기 전에 건물주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물주는 대개 수리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건물을 점검하고 문서 조항들을 완전히 이해한 이후에만 서명을 해야 합니다. 서명한 후에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재임대 (임차한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하거나 장기간의 방문객을 들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점유자 수에 대한 법적 제한을 초과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기간
방문객은 대체로 허용됩니다.
이사를 나가기로 할 경우 건물주에게 적절한 시기에 통보를 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소한 4 주 혹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주택 지원
저소득층은 임시 숙소 자격이 될 수도 있고 임차 보증금과 첫 달 선불 임차료 지급에 대해
정부의 재정 지원에 해당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Rent Assistance 는 저소득자가 임차료를 지불하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수당입니다
(www.humanservices.gov.au/rentassistance).

공영 주택
Centrelink 수당을 받고 있거나 저소득층에 해당되면 정부가 소유한 공영 주택 임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영 주택에 살더라도 임차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할인율이 적용되어 일반 주택 임차료보다
저렴합니다.
공영 주택 대기 기간은 원하는 거주 지역과 주택 규모 그리고 주거 필요의 긴급성에 따라
다릅니다. 대기 기간이 매우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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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정보:
주및
테리토리

주택 기관

전화

웹사이트

133 427

www.communityservices.act.gov.au/hcs

SA

Housing and
Community Services
Housing NSW
Department of
Housing
Department of
Housing and Public
Works
Housing SA

Tas.

Housing Tasmania

1300 135 513 www.dhhs.tas.gov.au/housing

Vic.

Office of Housing

1300 650 172 www.housing.vic.gov.au/public-housing

WA

Department of
Housing

1800 093 325 www.housing.wa.gov.au

ACT
NSW
NT
Qld

1300 468 746 www.housing.nsw.gov.au
08 8999 8814 https://nt.gov.au/property/public-housing
13 74 68

www.qld.gov.au/housing/public-communityhousing

131 299

www.housing.sa.gov.au

홈리스를 위한 주택 지원
홈리스이거나 홈리스가 될 위험이 있는 경우 아래에 열거된 서비스가 긴급 주거지를 찾는데
도움을 제공하거나 알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역

서비스 및 웹사이트

전화

National

Homelessness Australia
www.homelessnessaustralia.org.au/index.php/are-you-homeless

02 6247 7744

ACT

FirstPoint
www.firstpoint.org.au

1800 176 468

NSW

Link2Home
www.facs.nsw.gov.au/about_us/news/link2home

1800 152 152

NT

ShelterMe
www.shelterme.org.au

Qld

Homeless Hotline
www.qld.gov.au/housing/emergency-temporaryaccommodation/homeless-persons-information-qld/

1800 474 753

SA

Help in Crisis Situations
www.sa.gov.au/topics/housing-property-andland/housing/emergency-shelter-and-homelessness/accessingservices

1800 003 308

Tas.

Housing Connect
www.dhhs.tas.gov.au/housing/housing_connect

1800 800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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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서비스 및 웹사이트

전화

Vic.

Crisis and emergency accommodation
www.housing.vic.gov.au/crisis-and-emergency-accommodation

1800 825 955

WA

Homelessness Advisory Service
www.housing.wa.gov.au/housingoptions/homelessadvisoryservice

1800 065 892

임차인의 권리와 책임
모든 주와 테리토리에는 임차인에게 그들의 권리와 책임에 관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정부
기관이 있으며 종종 다국어 서비스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및
준주

주택 및 공정 거래청

전화

ACT

Access Canberra
www.accesscanberra.act.gov.au/app/answers/service/images/favic
on.ico

13 22 81

NSW

NSW Fair Trading
www.fairtrading.nsw.gov.au/ftw/Tenants_and_home_owners/Rentin 13 32 20
g_a_home.page

NT

Consumer Affairs
www.consumeraffairs.nt.gov.au/ForConsumers/ResidentialTenenci
es

1800 019 319

Qld

Residential Tenancies Authority
www.rta.qld.gov.au/

1300 366 311

SA

Consumer and Business Services
www.sa.gov.au/topics/housing-property-and-land/housing/rentingand-letting/renting-privately

131 882

Tas.

Consumer Affairs and Fair Trading
www.consumer.tas.gov.au/renting

1300 654 499

Vic.

Consumer Affairs Victoria
www.consumer.vic.gov.au/housing-andaccommodation/renting/during-a-lease-or-residency/rent-and-otherpayments/rent-receipts

1300 558 181

WA

Department of Commerce
www.commerce.wa.gov.au/publications/tenant-guide-renting-home- 1300 304 054
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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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조언을 제공하는 비정부 기관도 있습니다.
주및
테리토리

임차인 웹사이트

전화

웹사이트

ACT

Tenants’ Union ACT

02 6247 2011

www.tenantsact.org.au/contactUs
/Tenants-Advice-Service

NSW

Tenants NSW

NT

NT Tenants’ Advice Service

1800 812 953

Qld

Tenants Queensland

1300 744 263

SA

Tenants Information and
Advisory Service

1800 060 462

www.syc.net.au/tias/overview

Tas.

Tenants Union of Tasmania

1300 652 641

http://tutas.org.au

Vic.

Tenants Union of Victoria

03 9416 2577

www.tuv.org.au

Tenancy WA
시골 지역 무료 통화
Real Estate Institute of
Australia

08 9221 0088
1800 621 888

www.tenancywa.org.au

WA
National

www.tenants.org.au
www.dcls.org.au/legal-andadvocacy-services/tenants-advice
http://tenantsqld.org.au/info-fortenants

https://reia.asn.au/consumers/ren
ting-or-leasing-a-property

주택 및 아파트 구입
매매용 주택 및 아파트는 대체로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광고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체에서도 매매 부동산 목록을 제공합니다. 호주에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한다면 호주 정부가 제공하는 ‘첫 주택 소유자 지원금 (First Home Owner Grant)’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www.firsthome.gov.au
호주의 영주권자가 아닐 경우 주택 구매를 위해서는 외국 투자 승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www.firb.gov.au/real-estate).
건물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연락하십시오. 호주에서는
부동산 구입 시 일반적으로 변호사나 부동산 양도 전문가를 고용하여 거래를 관리하도록
합니다. 계약서 조항들을 모두 완전히 이해하기 전에는 어떠한 계약서에도 서명하지 마십시오.
건물 구매에 대한 참조 사이트: www.australia.gov.au/information-and-services/family-andcommunity/housing-and-property

필수 가정생활 서비스
주택을 구입하든 임차를 하든 건물에 연결해야 하는 가정용 서비스가 많습니다. 수도, 전기,
가스 설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서비스 공급자는 거주 지역에 따라 정부 기관 또는
민간 업체일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서비스 공급자는 전화번호부에서 확인하십시오.
새 건물로 이사 가기 며칠 전에 해당 서비스 공급업체에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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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서비스 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해당 서비스가 실제로 필요한 서비스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임시 주택에 거주할 경우 3 년짜리 전기 공급 계약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서명하기 전에 해당 공급업체와의 계약 조건을 이해하는 것 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에너지
서비스를 관리하는 도우미 가이드가 www.accc.gov.au/publications/managing-energyservices-at-home 에서 가능합니다. Australian Energy Regulator에서도
www.aer.gov.au/consumers/aer-resources 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공급업체는 정기적으로 서비스 비용 청구서를 보낼 것입니다. 납기일까지 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나 납부 조건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는 공급업체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공과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공급업체에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으며 서비스 연결이
끊어지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전기 및 가스
전기와 가스 제공업체 선택 지원이나 여러분의 권리에 대한 정보 (비디오 포함)를 원하시면
호주 정부의 Energy Made Easy 웹사이트 (www.energymadeeasy.gov.au/)를 방문하십시오.
공급업체 선택을 할 때 확인할 사항:
•
•
•

계약 기간
서비스 연결을 위한 요금 혹은 조기 해약의 경우 요금 여부
공급업체가 고객이 할인 혹은 소득 지원을 받는 지를 알고 있는 지 여부

Energy Made Easy 웹사이트는 또한 여러 다른 언어들
(www.energymadeeasy.gov.au/publications-0) 로 된 안내 자료가 있으며 또한 전기 혹은 가스
공급업체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경우 연락하기 위한 에너지 옴부즈먼 목록
(www.energymadeeasy.gov.au/useful-contacts) 도 있습니다.

Centrepay
Centrepay 는 Centrelink 고객들을 위해 무료로 제공하는 자발적 청구 대금 지불 서비스입니다
(방문 사이트: www.humanservices.gov.au/customer/services/centrelink/centrepay).
Centrepay 를 이용하면 Centrelink 수당에서 임차료, 가스, 전기, 수도 및 전화세 등 청구 대금,
지출 및 가정 비용을 정기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을 언제든지 시작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www.my.gov.au 에서 myGov 를 통해
Centrelink 온라인 계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전화 및 인터넷
호주에서 휴대폰은 ‘모바일 폰’이라고 하며 가정에서 고정된 전화는 ‘랜드라인 폰’ 혹은
‘랜드라인’이라고 합니다.
이들 서비스 계약은 종종 ‘플랜’이라고 합니다. 전화와 인터넷 서비스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mobile plan’, ‘landline plan’, ‘internet plan’과 같은 용어로 온라인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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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규정을 주의 깊게 확인하시고 계약서에 서명하기 이전에 주요 정보 요약 (Critical
Information Summary)이라고 하는 회사의 간단한 문서를 읽어 보십시오.
호주 전화 및 인터넷 계약의 몇 가지 공통된 특징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
•
•
•

서비스들은 대체로 연결 요금이 필요합니다.
일년 혹은 이년 계약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모바일 서비스는 매달 모바일 브로드밴드를 위한 통화 허용량 혹은 데이터
허용량을 포함하며 이 허용량을 초과할 경우 요금을 더 지불해야 합니다.
여러 서비스에서는 사용자가 매달 허용량의 50%, 85% 혹은 100%를 초과할 경우 사용
관리 경보를 SMS 혹은 이메일로 통보합니다.
선불 서비스 (사용 전에 지불) 혹은 후불 서비스 (제공업체가 정기적인 고지서를
발송)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화 혹은 인터넷 고지서를 받고 만기일까지 지불할 수 없을 경우 해당 회사에 연락해야
합니다.
국제통화는 종종 매달 전화 플랜 허용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들 통화는 요금이 높을 수
있습니다. 국제 통화를 신중하게 확인하거나 선불 통화 카드 (편의점에서 구입 가능)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가정에 연결하거나 무선 기기를 통해 이용하길 원할 경우 인터넷 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에 서명하기 이전에 해당 서비스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필요사항에 부합하는 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선불 무선 인터넷 연결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무료 혹은 저렴한 인터넷 이용 및 훈련을 제공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 도서관 및 지역 시의회에서 무료 인터넷 이용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Telecommunications Industry Ombudsman (TIO) 제도 (목록 참조:
www.tio.com.au/members/members-listing)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전화 및 인터넷 회사들만
이용해야 합니다.
전화 혹은 인터넷 서비스에 뭔가가 잘못되었는데 해당 회사가 이를 해결할 수 없을 경우,
TIO 에 1800 062 058 로 전화하거나 www.tio.com.au/making-a-complaint 를 방문하여 무료로
불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
쓰레기와 재활용품 수거는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 정부에서 관리합니다. 일반 가정용 쓰레기와
병, 캔, 종이, 판지와 같은 재활용품용 쓰레기통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수거일자를 확인하려면 지역 카운슬에 연락하거나 이웃에게 물어보십시오. 참조: 12장, 시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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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편지와 소포는 Australia Post 박스나 오피스를 통해 발송할 수 있습니다. 해외 발송을 위한
우표는 호주 우편물보다 더 비쌉니다. Australia Post 는 또한 고지서 납부 및 여권 사진 촬영 등
다른 유용한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참조: www.auspost.com.au).
이사를 할 경우, 새로운 주소로 우편물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참조:
www.auspost.com.au/parcels-mail/redirecting-your-mail.html). 비용 할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Australia Post 는 또한 여러분의 새로운 주소를 다른 기관들로 전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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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통
항목 내용
호주는 국토가 광활하여 많은 도시와 지역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와
더불어 호주 전역을 연결할 수 있는 교통 수단이 많이 있습니다.
•
•
•
•
•

대중 교통
택시 서비스
자전거
도보
개인 자동차

대중 교통
호주에는 버스, 기차, 트램, 페리 등을 비롯한 대중 교통 수단이 있습니다. 해당 요금을
지불하거나 대부분의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을 구입합니다. 일반적으로 학생,
노인, Health Care Card 소지자는 할인 요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별 혹은 월별 티켓은
매일 혹은 단일 이동 티켓보다 대개 저렴합니다.
여러 지역 정부 카운슬과 여행자 안내센터, 온라인, 철도역, 도서관, 공공 정보 센터 등지에서
정보와 시간표가 가능합니다.
주및
테리토리
ACT

대중 교통 기관

웹사이트

ACTION

www.action.act.gov.au

NSW

Transport NSW

www.transport.nsw.gov.au/

NT
Qld

Department of Transport
Translink

SA

Transport SA

Tas.

Metro Tasmania

https://nt.gov.au/driving/public-transport-cycling
www.translink.com.au
www.sa.gov.au/topics/transport-travel-andmotoring/public-transport-and-travel
www.metrotas.com.au

Vic.

Metlink

www.metlinkmelbourne.com.au

WA

Public Transport Authority

www.pta.wa.gov.au

택시 서비스
택시 (‘cabs’라고도 함)는 호주의 대부분 지역에서 하루 24 시간 운행합니다. 택시의 계기판 위
미터기가 요금을 표시합니다. 택시 회사는 Yellow Pages 전화번호부 ‘Taxi cabs’ 항목과
온라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대다수 도시에서는 휠체어 이용자나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특수 택시를 운행합니다. 어린 아이와 함께 이동할 경우 아동 시트가 필요하다는 것을 예약할
때 택시 회사가 알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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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er 혹은 사적인 합승 등 택시 대안 방법이 일부 지역에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전거
자전거 사용자는 모든 도로 규정과 표지판을 준수해야 하며 자전거는 브레이크와 벨이
작동해야 합니다. 자전거를 탈 경우 여러분과 승객은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야간에
탈 경우 자전거는 정면과 후면에 라이트가 부착되어야 합니다. 자전거를 놓아 둘 경우 항상
잠가두어야 합니다.
해당 지역이나 시티가 사이클링을 북돋기 위해 특별 고안 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는데 이를
테면 별도의 자전거 도로 (도로 상에 혹은 도로와 구별하여) 혹은 자전거 사용자를
대중교통으로 연결하는 자전거 저장 구역 등입니다.
가능한 경우 자전거 도로로 자전거를 타야 하는데 그것이 더 안전하기 때문이며 일부 주 및
준주는 그렇게 규정합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을 경우 안전한 도로 왼편 가까이로 자전거를
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두 명을 초과하는 자전거 사용자들이 서로를 옆에 두고 자전거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도보
걷기는 호주에서 인기 있는 여가 활동입니다.
교통 신호등이나 보행자 횡단보도에서는 왼쪽과 오른쪽의 교통을 조심스럽게 살핍니다.
도로나 기차 레일 위를 걷지 않습니다.
숲 속에서 걷기 위해서는 장비를 잘 갖추고 가는 장소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개인 차량
개인 교통은 본인이 소유하면서 원하는 대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수단입니다. 대부분
호주인들은 개인 교통 수단으로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이용합니다. 자동차 소유는 편리하지만
비쌉니다. 호주에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하는 데는 많은 책임이 따릅니다.
낯선 사람의 차나 트럭에 무료로 동승하는 히치하이킹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권장되지
않습니다.

운전 면허증
호주에서 운전하거나 오토바이를 타려면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 하며 운전 시 항상 이를
소지해야 합니다.
해외 면허증이 없는 경우에 Learner’s Permit 를 받으려면 Driver Knowledge Test 에 합격해야
합니다. Learner’s Permit 이 있어야 면허증 소지자 동반 하에 운전을 배울 수 있습니다. 주행할
때 차량에 “L”자를 부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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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기술을 습득하면 Provisional 운전 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Provisional
Licence 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7 세여야 하고 최소한 6 개월 기간 동안 학습자 면허를
소지했어야 되거나 타주 혹은 해외 운전 면허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운전할 때는 차량에 “P”
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Provisional 기간이 끝나면 오픈 면허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면허증의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참조: 1 장, 도착 후 곧 해야 할 일

운전 신청 규정
운전 신청 법규를 알고 준수해야 합니다. 예:
•
•
•
•

운전하는 차량은 정부에 등록해야 함.
차량의 모든 사람은 시트벨트 혹은 적절한 아동용 안전장치를 착용해야 함.
운전하면서 모바일 폰을 사용하는 것은 위법.
도로 교통 사고에 연루된 경우 경찰에 즉각 신고해야 함.

호주에서 교통 법은 매우 엄격합니다. 주행법과 규정은 주마다 다릅니다. 교통 법위반은
무거운 벌금이나 면허증 취소 혹은 징역까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차도 무거운 벌금이
부과됩니다. 속도 제한이 적용되며 속도 감시 카메라가 속도 제한을 초월하는 사람을 단속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운전 중에 알코올 섭취를 하거나 취한 상태에 있거나 약물 영향 하에 있는 것은 위법입니다.
허용된 혈중 알코올 수치는 주 및 준주에 따라 그리고 소지한 면허증 급수에 따라 다릅니다.
경찰은 임의로 운전자들을 테스트하여 법적 알코올 한도 초과 여부를 점검합니다. 참조: 6 장,

호주 법률
더 자세한 정보:
주 혹은
준주
ACT

도로 교통 기관

전화

웹사이트

Road Transport Authority
Roads and Maritime
Services
Department of Transport
Department of Transport
and Main Roads

13 22 81

www.rego.act.gov.au

13 22 13

www.rms.nsw.gov.au

1300 654 628

https://nt.gov.au/driving

13 23 80

www.tmr.qld.gov.au/

SA

Transport

13 10 84

www.transport.sa.gov.au

Tas.

Transport Tasmania

1300 135 513

www.transport.tas.gov.au

Vic.

VicRoads

13 11 71

WA

Department of Transport

13 11 56

www.vicroads.vic.gov.au
www.transport.wa.gov.au/index.a
sp

NSW
NT
Q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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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및 아동 안전장치
차량 안의 모든 사람이 안전벨트 혹은 적절한 아동 안전장치를 이용해야 합니다. 안전벨트
착용 없이 운전하면 벌금이 부과되고 면허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차량에는 성인 및
좀더 큰 아이들을 위한 안전벨트가 있습니다.
칠세까지의 아기 및 어린 아동을 위해서는 정부 인가된 특별 안전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아동
안전장치는 호주 기준을 준수하고 차량에 올바르게 장착되고 나이에 따라 아동에게 적절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
•
•

생후 6 개월까지의 아이는 뒤를 바라보는 아동 안전장치에 고정시켜야 합니다. 예: 유아
캡슐.
생후 6 개월에서 4 세까지의 아동은 뒤를 마주하거나 앞을 마주하는 아동 안전장치에
위치시켜야 합니다. 예: 아동 안전 시트.
4 세에서 7 세까지의 아동은 앞을 마주하는 아동 안전장치 혹은 올바로 설치되고 조여진
시트벨트가 있는 부스터 시트 혹은 아동 안전 하니스에 잘 앉혀야 합니다.

어린 아동은 차량의 앞 좌석에 앉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세에서 7 세 사이의 아동은
모든 다른 뒷 좌석들이 7 세 미만의 아동으로 찰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 좌석에 앉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동 안전장치 임대를 위해서는 www.kidsafe.com.au 를 방문하십시오.

차량 구매
신규 및 중고 차량은 신문과 온라인에 판매 광고를 합니다. 또한 새차 쇼룸과 중고차
판매점에서도 가능합니다.
차량 구매 가격은 대개 등록비, 인지세 (판매세와 같음) 및 의무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들 비용은 대개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차량 구매를 위한 자금 융자 정보를 원하시면 해당 은행이나 금융 회사에 연락하십시오.
금융에 대한 어떤 계약서도 서명하기 전에 규정을 모두 이해하도록 하십시오.
차량을 구매했는데 이전 소유주가 차량에 대해 상환되지 않은 부채가 있을 경우, 해당 차량은
채권 회사가 법적으로 압수하거나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 소유주가 차량에 대해 부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Register (PPSR)에
연락하십시오.
PPSR 은 차량이 경찰에 도난된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지 교통 벌금 미납으로 등록 해제가 되어
있는지 폐차로 기록되어 있는지 혹은 해당 차량이 주행기록계 조작으로 Commissioner for Fair
Trading 에 기록되어 있는지 등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1300 007 777 에 전화하거나 www.ppsr.com.au/individuals 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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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 및 준주는 중고차 잠정 구매자들을 위한 차량 검사, 관광 정보, 보험, 도로 서비스
(차량이 고장난 경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전자 기관들이 있습니다. 회원 및 비회원
모두에게 여러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지역

운전자 기관

전화

웹사이트

National

Australian Automobile Association

02 6247 7311 www.aaa.asn.au

ACT

National Road Motorists Association (NRMA)

132 132

www.nrma.com.au

NSW

National Road Motorists Association (NRMA)

132 132

www.nrma.com.au

NT

Automobile Association of Northern Territory
(AANT)

08 8925 5901 www.aant.com.au

Qld

Royal Automobile Club of Queensland (RACQ) 13 1905

SA

Royal Automobile Association (RAA)

08 8202 4600 www.raa.net

Tas.

Royal Automobile Club of Tasmania (RACT)

132 722

www.ract.com.au

Vic.

Royal Automobile Club of Victoria (RACV)

137 228

www.racv.com.au

WA

Royal Automobile Club (RAC)

131 703

www.rac.com.au

www.racq.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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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건강 및 웰빙
항목 내용
•
•
•
•
•
•
•
•
•
•

서론
Medicare
Health Care Card
사립 의료 보험
의료 지원
구급차 비용
의약품
주 및 테리토리 의료 서비스
장애 서비스
정신 보건 서비스

•
•

고통 및 정신적 외상 상담
어린이 안전 및 사고 예방

•
•
•
•
•

예방 접종
치과 서비스
호주 노인 간호 서비스
노인 간호 혹은 보건 서비스 관련 민원
사망 이후

서론
호주에서는 general practitioner (GP)가 응급상황을 제외한 모든 의료 서비스를 위한 첫 연락
지점이 됩니다. GP 는 여러분의 의료 필요사항을 평가하고 치료 방법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는
처방 약품, 병리학 혹은 진단 센터 의뢰, 수술의나 컨설턴트 의사 등 전문의 의뢰를 포함합니다.
이후 전문의는 추가적인 병리학 혹은 기타 테스트를 주문하고 입원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본인 자신의 GP 를 선택할 수 있으며 GP 의 청구 방법에 따라 Medicare 하에서 GP
요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환급 받게 됩니다.

Medicare
호주 정부는 Medicare 라는 국립 의료 제도를 통해 일부 의료비, 병원비를 지원합니다.
Medicare 하에서 공립 병원이 지정한 의사에 의해 치료 받는 일반 환자에게 무료 진료 및 입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Medicare 는 의료 전문인 (의사, 전문의, 검안사 및 일부 특정 조건 하의
치과의사 그리고 기타 의료 관련 전문인) 검진 비용을 지원합니다. 의사를 자주 보거나
정기적인 테스트를 받을 경우, 의료 비용이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만일 Medicare Safety Net
상한선에 도달할 경우 의사 진료와 검사 비용이 더 낮게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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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이민자와 난민 및 인도주의 입국자는 비자 상태에 따라 Medicare 하의 의료
혜택을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임시 체류 입국자들은 사립 의료 보험을 소지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사는 진료비를 정부 부담 진료 (bulk bill)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의사가 진료비를 직접
Medicare 에 청구하는 경우에 환자는 따로 개인 비용으로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의사 및 의료 전문인들이 의료 서비스 비용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의료
전문인과 이야기 하거나, Medicare 혜택 청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humanservices.gov.au/medicare 를 방문하십시오. 의료 전문인을 방문할 때는 본인의
Medicare 카드 (및 해당될 경우 Health Care Card)를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합니다.
호주 정부는 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 (PBS) 하에서 일부 의약품 비용을 지원합니다.
많은 양의 약을 처방받으시는 경우에는 PBS Safety Net 이 비용부담을 덜어줄수 있습니다.
일단 PBS Safety Net 이 상정한 금액에 도달했고 약사가 PBS Safety Net Card 를 제공했다면,
해당 PBS 약품은 당해 나머지 기간 동안 할인 가격이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다
고가의 약품을 선택하거나 담당 의사가 이를 처방한 경우에는 더 많이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PBS 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www.pbs.gov.au/pbs/home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Medicare는 구급차, 치과 진료 연관된 보건 서비스, 안경 혹은 사립 환자를 위한 병원 입원비
등은 지불하지 않습니다.
Medicare 등록 자격 여부를 알아보려면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에서 발급된 비자 서류 등 해당 문서 및 여권이나 Immicard, 혹은 Visa Entitlement
Verification Online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가지고 Medicare Service Centre를 방문해야
합니다. 등록 요건이 갖추어지면 Medicare 번호를 받게 되며 이 번호를 사용하여 의료
서비스를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Medicare 번호, 본인 이름 및 다른 가족 이름 (동일한
카드에 등록된 경우)이 기재된 Medicare 카드는 우편으로 도착합니다.
Medicare 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humanservices.gov.au/medicare 를
방문하시거나 해당 지역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서비스 센터
(http://findus.humanservices.gov.au/ 에서 찾을 수 있음)를 방문하십시오.
참조: 1 장, 도착 후 곧 해야 할 일.

Health Care Card
Centrelink 수당을 지급받고 있거나 저소득자인 경우, 정부의 Health Care Card (참고:
www.humanservices.gov.au/concessioncards)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카드를 이용하면
의약품, 의사와 치과의사의 진료, 구급차 이용과 같은 의료비를 비롯해 의료 서비스를 위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Health Care Card를 소지하고 있다 해도 모든 기본적인 병원 및 의료 진료 시 Medicare card
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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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정보: 10 장, 가족

사립 의료 보험
상당수 호주인들은 사립 의료보험으로 의료비를 지불합니다. 사립 의료보험은 사립 및 공립
병원에서 개인 환자의 의료비를 일부 또는 전액 보장하며, 일부 주와 테리토리에서 Medicare
가 보장하지 않는 대부분의 치과와 안과 진료, 구급차 후송과 같은 서비스를 보장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 보장의 종류와 보험비가 다양하기 때문에 사립 의료 보험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면,
보험상품을 구입하기 전에 보험사를 비교하여 세부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려책
호주 정부는 사립 의료보험 가입을 권장하기 위해 재정적 장려책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사립 의료보험 가입을 고려할 경우 아래 사항을 주지하셔야 합니다.
•

•

•

Private Health Insurance Rebate - Medicare 수혜 자격이 있으며 병원 치료와 일반
진료 (‘보조 (ancillary)’ 또는 ‘부가 (extras)’)를 모두 보장하는 의료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Private Health Insurance Rebate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Medicare Levy Surcharge - Medicare Levy Surcharge 는 소득이 특정 기준 금액
(‘상한선 (threshold)’)을 초과하면서 사립 의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추가 1% 부가금입니다.
Lifetime Health Cover - 이 제도는 조기에 병원 커버 (hospital cover)에 가입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호주 신규 입국자를 위한 Lifetime Health Cover 마감일은
아래 두 날짜 중 더 나중에 있는 날짜입니다.
o 31 번째 생일을 지난 후 7 월 1 일, 혹은
o 31 세를 지난 경우, Medicare 혜택 전체에 해당 자격이 되어 등록한 후 첫
일주년 째.

병원 커버 (hospital cover)을 Lifetime Health Cover 만기일 이후에 가입하는 경우, 병원 커버를
처음 구매할 때, 30세를 초과하는 각 연도에 대해 추가 2%를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5세에 처음으로 사립 의료 보험 병원 커버 (hospital cover)를 구매할 경우, 병원 커버에 대해
추가 30%를 지불해야 됩니다. Lifetime Health Cover 부담금을 피하려면 Lifetime Health
Cover 마감일 전에 호주에 등록된 의료보험사에서 병원 커버를 구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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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정보:
사립 의료 보험 정보

웹사이트

사립 의료 보험

www.health.gov.au/internet/main/publishing.nsf/conte
nt/private-1
www.health.gov.au/internet/main/publishing.nsf/Conte
nt/health-privatehealth-lhc-providers-general.htm

Lifetime Health Cover
Private Health Insurance Ombudsman

www.phio.org.au

의료 펀드 및 정책 비교

www.privatehealth.gov.au

의료 지원
가정의 구하기
호주의 의사에게 등록을 할 필요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를 두고 있는데 가정의는 일반
건강 문제, 이를테면 예방 접종, 처방, 진단서, 건강 검진, 정신 보건 의료 및 건강 자문 등을
제공합니다.
이들 의사들을 General Practitioners (GPs)라고 합니다. 이들은 소규모 사립 클리닉 혹은
진료소, 혹은 공공/사립 의료 센터에서 다른 의사들과 일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의사
혹은 메디컬 센터에 갈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GP 는 온라인과 전화번호부에 ‘Medical
practitioners’ 제목 하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번 동일한 의사를 볼 것인지 혹은
동일한 센터에서 다른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호하는 가정의를 찾기 위해 두 진료소 이상을 방문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진료소는 새로운 환자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www.healthdirect.gov.au 에서의 healthdirect 웹사이트에서는 또한 General Practice 검색
기능을 제공하여 가장 가까운 General Practice 서비스를 찾도록 합니다.

일상적 건강 우려사항
건강에 대한 우려사항이 있고 위급상황이 아닌 경우 가정의 혹은 의료 센터로 가십시오.
의사를 보기 전에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개 도착하기 전에 전화나 온라인으로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 시간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결핵
여러분이 아시아, 아프리카, 인도 아대륙, 남아메리카 혹은 동유럽에서 이주한 경우 결핵에
노출되었고 감염되어 있을 위험이 높으며 질환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주 도착 이전에 결핵 체크를 이미 받았다 할지라도 흉부 엑스레이에 나타나지 않은 잠재적
혹은 무증상 감염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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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좋지 않게 되거나 활동성 결핵 진전 위험이 우려가 될 경우 가정의에게 이야기하거나
아래 기재된 전화 정보 및 조언 서비스 중 한 곳에 연락해 보십시오.

전문의
일반의 (가정의)의 진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전문의를 찾아갈 수 없습니다. 의사는 차후 치료를
위해 환자를 다른 의사나 전문의에게 인계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통역 우선순위 라인
의사는 TIS National 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Medicare 로 보장되는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환자와 의사는 통역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필요한 경우에 현지 통역사를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Chapter 3장,
영어.

의료적 응급 상황
응급 상황 의료는 공립 병원의 응급실에서 주 7 일 하루 24 시간 가능합니다. 공립 병원은
White Pages 의 ‘Hospitals’ 제목 하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응급 치료는 또한 일부 의료 센터 및
일부 사립 병원에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은 누군가의 질병이 위험한 상태일 경우 즉시 000 에 전화를 하여 “Ambulance”를
요청해야 합니다. 병원에 갈 경우 모든 의약품과 Medicare 카드, 사립 의료 보험 멤버쉽,
Health Care 혹은 Pension Concession 카드를 지참하십시오.
상황이 응급상태가 아닐 경우 가정의에게 연락하십시오.

전화 의료 정보 및 자문 서비스
모든 주 및 준주에는 주 7 일 하루 24 시간 운영하는 전화 보건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들
서비스는 무료 안내를 제공하며 지역 보건 서비스에 여러분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건강 문제가 있을 경우 항상 먼저 가정의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전화 서비스에서 자격을 갖춘 간호사를 통해 여러분에게 즉각적인 전문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및
테리토리
ACT, NSW,
NT, Tas., SA
및 WA

전화 보건 조언
서비스

전화

웹사이트

healthdirect

1800 022 222

www.healthdirect.gov.au

Qld

13 HEALTH
NURSE-ONCALL

13 43 25 84

www.health.qld.gov.au/13health/default.asp

1300 606 024

www.health.vic.gov.au/nurseoncall

V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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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비용
Medicare 는 구급차 비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구급차 비용은 해당 주 및 준주에 따라
다릅니다.
퀸즈랜드 (Queensland) 및 타스매니아 (Tasmania)에서는 구급차 서비스가 일반적으로 현지
거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기타 다른 모든 주 및 준주에서는 요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요금은 이동 거리, 질병 성격 및 할인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구급차는 구급차 보험이 없을 경우 짧은 거리라도 비쌀 수 있습니다. 퀸즈랜드 (Queesland)
혹은 타스매니아 (Tasmania) 외부에 살고 있을 경우 보험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급차
서비스 혹은 사립 보험 기금이 제공하는 멤버쉽 제도를 통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 2 장, 지원 받기

의약품
의사는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약국에 제시할 처방전을 발급하게 됩니다. 항생제를
비롯한 많은 의약품은 처방전이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Centrelink에서 발급한 Health
Care Card나 Pension Concession Card가 있으면 특정 의약품이 할인됩니다.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할 때 Medicare Card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의약품의 표시와 지시 사항을 자세히 읽어보고 확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나 약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약품에 관한 도움이나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약사에게
요청하거나 Medicine Line에 1300 633 424로 전화하십시오.
약국에서도 정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전화 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및 처방

전화

웹사이트

NPS MedicineWise
1300 633 424 월 Medicine Line – 약품과 금 –오전 9 시에서
처방에 대한 정보
오후 5 시
Medicare Australia –
PBS 처방 청구에 대한
정보

www.nps.org.au/contact-us/medicines-line
www.medicareaustralia.gov.au/public/services/
scripts/index.jsp

주 및 테리토리 의료 서비스
주와 테리토리 정부는 병원과 지역사회 의료 서비스 및 일시 처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역사회 보건 센터
지역사회 보건센터는 모든 연령층에 저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모든
센터가 다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포함하는 서비스는 간호, 보건 교육 및 홍보,
물리치료, 치과 진료, 의료, 상담, 사회 복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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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을 위한 의료 서비스
산모와 아동 보건 서비스는 출산부터 취학 연령까지 해당 가족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아동
발달, 양육, 아동 영양 공급에 관한 상담과 건강 정보 그리고 예방 접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성 보건 서비스
여성 보건 서비스는 생식 보건 문제, 자궁 경부암 및 유방암 검사, 알코올 및 마약 문제, 정신
보건 문제 및 성폭력, 가정 폭력, 그리고 여성 생식기 절단 등에 대해 도움을 제공합니다. 참조:
6장, 호주 법률.

다문화 배경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
다수의 병원 및 대형 의료 센터에는 지역 이민자 사회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의료팀이 있어서 상담, 자문, 의뢰 및 건강 정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역 병원이나 지역사회 보건센터로 전화하여 한국어 사용 그룹을 위한 Multicultural Health
Worker 가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보건 서비스 찾기:
주 및 준주 보건 기관

웹사이트

ACT

ACT Health

NSW

NSW Ministry of Health

http://health.act.gov.au/our-services/which-healthservice-suits-you-best
www.health.nsw.gov.au/hospitals/pages/default.aspx

NT

Department of Health

www.health.nt.gov.au/Service_Locator/index.aspx

Qld

Queensland Health

www.health.qld.gov.au/13health/default.asp

SA

SA Health

www.sahealth.sa.gov.au/wps/wcm/connect/Public+Co
ntent/SA+Health+Internet/

Ta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www.dhhs.tas.gov.au

Department of Health

http://ww2.health.wa.gov.au/

Vic.
WA

https://www2.health.vic.gov.au/

장애 서비스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NDIS)는 영구적이고 중증 장애를 가진 사람과 그 가족
및 간호인들에게 해당될 경우 개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NDIS 지원은 자산 테스트를 하지
않으며 장애 지원 혹은 간호인 수당 등 소득 지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NDIS 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령과 장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자격에 대한 정보는 www.ndis.gov.au/people-disability/access-requirements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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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IS 해당 장소에 있지 않을 경우 여러분은 기존에 받던 장애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 서비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ndis.gov.au/people-disability/otherservices 를 방문하십시오.
주 및 준주 보건 서비스는 장애인과 그 가족 및 간호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및
장애 서비스 기관
테리토리

전화

웹사이트

ACT

Disability ACT

133 427

www.communityservices.act.gov.au/disabil
ity_act

NSW

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 (Ageing,
Disability and Home
Care)

www.adhc.nsw.gov.au/individuals/support

NT

Northern Territory
Government Office of 1800 139 656
Disability

http://health.nt.gov.au/Aged_and_Disability
/Office_of_Disability/index.aspx

Qld

SA

Department of
Communities, Child
Safety and Disability
Services
Disability Information
Service

13 QGOV
혹은
13 74 68

www.communities.qld.gov.au/ndis

1300 786 117

www.sa.gov.au/topics/communitysupport/disability

Tas.

Tasmanian
Government Disability
1300 135 513
and Community
Services

www.dhhs.tas.gov.au/disability

Vic.

Department of Health
1300 650 172
and Human Services

www.dhhs.vic.gov.au

WA

Disability Services
Commission

(08) 9426 9200
www.disability.wa.gov.au
무료 통화
1800 998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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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서비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
국립 기관

웹사이트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
프로그램 및 서비스

www.dss.gov.au/our-responsibilities/disability-andcarers/programmes-services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
장애인 지원

www.humanservices.gov.au/disability

장애 관련 기관 및 사이트

www.dss.gov.au/our-responsibilities/disability-andcarers/related-agencies-sites

장애인 및 간호인을 위한 정부 지원,
혜택 및 수당에 대한 정보

www.australia.gov.au/information-andservices/benefits-and-payments/people-with-disability

정신 보건 서비스
정신 건강 문제 혹은 정신 질환으로 도움이 필요한 당사자는 가정의나 지역사회 보건센터에
연락해야 합니다.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의 정신과 팀 혹은 아래 헬프라인으로 연락하십시오.
정신 보건 지원
Lifeline – 24 시간 헬프라인
Kids Helpline – 24 시간 헬프라인
Mens Helpline Australia – 24 시간 위기
라인
Suicide Call Back Service – 전국 무료
상담 서비스

전화
웹사이트
13 1114
www.lifeline.org.au/
1800 55 1800 www.kidshelp.com.au/
1300 789 978 www.mensline.org.au/
1300 659 467 www.suicidecallbackservice.org.au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에서 제공하며 아래를 포함하여 지역사회 차원의 정신 보건
지원을 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
•
•

Family Mental Health Support Service (FMHSS)
Personal Helpers and Mentors (PHaMs)
Mental Health Respite: Carers Supports (MHR:CS)

www.dss.gov.au/mental-health 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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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 및 정신적 외상 상담
특별 서비스를 통해 정신적 외상과 고초를 겪은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주및
테리토리
ACT
NSW
NT
Qld

SA
Tas.
Vic.
WA

고통 및 정신적 외상 상담
Companion House – 고통 및 정신적
외상 피해자 지원
Service for the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of Torture and Trauma
Survivors (STARTTS)
Melaleuca Refugee Centre –고통 및
정신적 외상 피해자 지원 서비스
Queensland Program of Assistance
to Survivors of Torture and Trauma
(QPASTT)
Survivors of Torture and Trauma
Assistance and Rehabilitation Service
(STTARS)
Phoenix Centre –고통 및 정신적 외상
피해자 지원 서비스
Foundation House – Victorian
Foundation for Survivors of Torture
(VFST)
Association for Services to Torture
and Trauma Survivors (ASeTTS)

전화

웹사이트

02 6251 4550

www.companionhouse.org.
au

02 9794 1900

www.startts.org.au

08 8985 3311
07 3391 6677

08 8206 8900

www.melaleuca.org.au
www.qpastt.org.au

www.sttars.org.au

03 6234 9138

http://mrchobart.org.au/pho
enix-centre

03 9388 0022

www.foundationhouse.org.
au

08 9227 2700

www.asetts.org.au

어린이 안전 및 사고 예방
Kidsafe, 즉, 호주 아동사고예방협회는 비정부 기관으로서 www.kidsafe.com.au 를 통해
아동의 안전 및 사고 예방 정보와 서비스를 부모 및 지역사회에 제공합니다. 해당 웹사이트의
서호주와 빅토리아 주 항목에서 번역본 자료를 일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방 접종
예방접종은 어린이와 성인을 유해한 감염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예방 접종은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아동들과 일부 성인들에게 권장합니다. 일부 주와
테리토리에서는 아동이 보육시설에 들어가거나 학교에 입학할 때 예방 접종 기록을
요구합니다.
대부분의 예방 접종은 해당 가정의나 지역사회 보건센터에서 실시됩니다. 하지만 일부 예방
접종은 학교에서 실시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가정의 혹은 지역사회 보건센터에
연락하십시오.
www.humanservices.gov.au/acir 에서의 Australian Childhood Immunisation Register
(ACIR)는 20 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에게 제공한 예방 접종을 기록한 국가 등록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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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re 에 등록한 20 세 미만의 어린이 및 청소년은 자동으로 ACIR 에 포함될 것입니다.
의사에게 갈 때 자녀의 예방접종 기록을 지참하여 등록부에 모든 해외 예방접종 내용이
기록되도록 하십시오.
예방접종은 일부 정부 수당 (www.humanservices.gov.au/immunisation)을 위한 요건입니다.
예방접종 요건에서 유일한 면제로 유효한 것은 의학적 이유입니다.
예방접종에 관한 정보

전화

웹사이트

National Immunisation Information Line

1800 671 811 www.immunise.health.gov.au

Australian Childhood Immunisation Register

1800 653 809 www.humanservices.gov.au/acir

치과 서비스
양호한 구강 건강은 일반 건강과 웰빙에 중요합니다. 주로 사립 치과의사들이 치과 진료를
담당합니다. 이들은 대체로 진료비를 부과합니다. 치과 의사 목록은 전화번호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치과 진료비를 위해 사립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Child Dental Benefits Schedule (www.humanservices.gov.au/childdental에서 가능)을 통해
2세에서 17세 사이의 해당 아동들은 기본 치과 서비스 혜택을 최대 $1,0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2년 연속되는 연도에 한합니다. 해당될 경우, Department of Human
Services에서 연락할 것입니다.
주와 테리토리 정부는 Centrelink 할인 카드 소지자에게 일부 무료 구강 보건 진료 (틀니 및
진통제 등)를 제공합니다. 해당 지역의 자세한 서비스 내용은 가까운 의료센터나 병원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해당 여부 파악을 원하시면 Centrelink 에 연락하십시오.

호주 노인 간호 서비스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은 자신을 돌보는 사람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가정에서 체류할 지혹은
노인 케어 홈으로 들어갈 지에 대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노인 케어 서비스는 노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며 본인의 케어에 대한 옵션을 가지도록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호주 정부는 호주에서의 다양한 노인 케어 서비스를 보조합니다. 개인 상황이 허용된다면
본인의 케어 비용에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www.myagedcare.gov.au 에서의 My Aged Care 웹사이트에는 여러분의 옵션과 노인 케어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 케어 시스템과 지원 및 이용 방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번역문이 해당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My Aged
Care 에 1800 200 422 혹은 TIS National 을 통해 연락하여 자신의 노인 케어 필요사항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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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케어 서비스를 위한 두가지 옵션
•

•

계속 가정에서 생활하길 원할 경우 전구 갈기, 정원 손질, 샤워하기 및 옷입기 혹은
식료품 사러가기 등에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상적 과제를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도보를 돕는 보행 보조 프레임 등 장비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가정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느끼면 노인 케어 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My Aged Care 는 여러분의 필요사항을 논의하고 본인의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하기
위한 평가 약속을 정하며 정부 보조 노인 간호 서비스에 대한 자격 여부를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myagedcare.gov.au/eligibility-and-assessment 를
방문하거나 1800 200 422 으로 전화하십시오.

노인 간호 혹은 보건 서비스 관련 민원
Aged Care 홈, 홈케어 패키지 혹은 Commonwealth Home Support Program 서비스에 대한
불만제기를 하길 원하는 사람은 Aged Care Complaints Commissioner 에 연락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아래 방법을 통해 Aged Care Commissioner 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
•
•

온라인 – www.agedcarecomplaints.gov.au/
전화 – 1800 550 552
서신: 서면 불만제기를 아래 주소로 발송:
Aged Care Complaints Commissioner
GPO Box 9848 (귀하의 수도 및 주/준주)

My Aged Care 경험에 있어 우려사항이 있을 경우 1800 200 422 로 연락하거나 MyAgedCare
웹사이트 (www.myagedcare.gov.au/)를 통해 My Aged Care 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된 의료에 대해 우려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주 혹은 준주의
독립된 의료 불만제기 위원회에 불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주및
준주

의료 불만제기 기관

전화

웹사이트

ACT

Human Rights Commission

02 6205 2222

http://hrc.act.gov.au/olderpeopl
e

NSW

Health Care Complaints

1800 043 159

www.hccc.nsw.gov.au

1800 004 474

www.hcscc.nt.gov.au

133 646

http://www.oho.qld.gov.au

NT
Qld

Health and Community
Services Complaints
Commission
Office of the Health
Ombuds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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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및
준주
SA
Tas.
Vic.
WA

의료 불만제기 기관
Health and Community
Services Complaints
Commissioner
Office of the Health Complaints
Commissioner
Office of the Health Services
Commissioner
Health and Disability Services
Complaints Office

전화

웹사이트

1800 232 007

www.hcscc.sa.gov.au

1800 001 170

www.healthcomplaints.tas.gov.
au

1800 136 066
1800 813 583

www.health.vic.gov.au/hsc
www.hadsco.wa.gov.au

사망 이후
누군가 호주에서 사망하는 경우 의사가 사망을 확인하는 증명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가 발급되기 전까지는 장례식이 주선될 수 없습니다.
호주의 장례식은 비용이 많이 들며 $4,000 에서 $15,000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이
가끔 장례식 비용 및 기타 사망 이후의 지출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끔 고인이 자신의
장례식을 위한 지불을 주선해 놓았을 수도 있으며 Will 에 자신의 선호사항을 표현해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Will 은 작성된 법적 문서로서 고인의 소유물이 사망 이후에 분배되는 방법과 자녀들을 돌볼
사람 그리고 자선기관 기부 및 장기 기증 등 기타 지침을 명시합니다. 법적 효력이 있도록 하기
위해 Will 은 해당 Will 에서 혜택을 받지 않는 두 명이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Will 은 또한
대체로 Executor 를 지명합니다.
Will 의 Executor 는 Will 에 명시된 사람들에게 고인의 자산을 분배하고 고인의 재산에 대한
세금 문제를 관리하며 Will 에 있는 지침이 실시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각 주 및 준주는
Executor 로서 행동할 Public Trustee 가 있습니다 (대개 요금을 지불함).
고인이 Will 을 남기지 않은 경우, 재산은 법이 정하는 공식에 입각하여 분배됩니다. 가까운
친척이 없는 경우 재산은 주 혹은 준주 정부로 귀속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던 사람과의 사별 및 슬픔에 대처하는 도움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
조언

웹사이트

사망 이후에 해야 할 일

www.humanservices.gov.au/customer/subjects/what-do-followingdeath

Will 작성하기

www.moneysmart.gov.au/life-events-and-you/over-55s/wills-andpower-of-attorney

장례식 비용 지불

www.moneysmart.gov.au/life-events-and-you/over-55s/paying-foryour-fu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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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웹사이트

Public Trustees

www.australia.gov.au/information-and-services/family-andcommunity/wills-and-powers-of-attorney/wills
www.humanservices.gov.au/customer/services/medicare/australianorgan-donor-register

Organ Donation
Register
사별 지원

www.australia.gov.au/information-and-services/family-andcommunity/death-and-berea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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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가족
항목 내용
•
•
•
•
•
•
•

결혼 및 기타 관계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부모
아동 지원
노인
친척 찾기
가족 및 Centrelink

호주에서 가정의 역할은 여러분이 익숙했었던 것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지닙니다. 호주에서는 통상적으로 남녀 모두 일을 합니다. 보육, 요리,
청소와 같은 가사를 남녀가 공동으로 분담합니다.
가족 가운데 일부는 다른 구성원보다 더 빠르게 호주의 새로운 생활에 적응할 것입니다.
예컨대, 대체로 자녀들이 부모보다 영어를 더 빨리 배울 것입니다.
가족으로서 함께 하면서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장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호주에서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정부 및 지역사회 지원 링크를
위해서는 www.humanservices.gov.au/servicefinder 를 방문하십시오.

결혼 및 기타 관계
1800RESPECT 는 가족 및 가정 폭력 그리고 성폭력에 대한 정보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을
위해 상담, 정보 및 의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문 상담자는 주 7 일 하루 24 시간 가능합니다.
이들은 또한 친구, 친척, 동료 혹은 고객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도 도울 수 있습니다.
1800 737 732 로 전화하거나 www.1800respect.org.au 를 방문하십시오.
Family Relationship Advice Line은 가족 관계 관련 정보와 별거 후 양육 문제 조정에
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담 통화자를 더 나은 가족 관계 형성을 돕거나 별거를
다루도록 돕는 지역 서비스로 의뢰합니다. 상담 전화는 국가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8 시~오후 8 시, 토요일에는 오전 10 시~오 후
4 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1800 050 321 (무료 통화)로 전화하시거나
www.familyrelationships.gov.au/BrochuresandPublications/Pages/family-relationshipsadvice-line.aspx 를 방문하십시오.
Family Relationships Online 웹사이트는 가족 관계와 별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부모의
별거 이후 자녀 양육 조정 지원 서비스를 비롯해 가족 관계 문제 관리를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www.familyrelationships.gov.au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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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sLine Australia는 가정 생활이나 기본적인 관계에 문제가 있는 남성에게 상담과 정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배우자나 남편 또는 부친과 관련하여 근심이 있는 여성과 가족
구성원들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도 제공합니다. 주 7일 하루 24시간 운영합니다.
1300 789 978에 전화하시거나 www.mensline.org.au 를 방문하십시오.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25 세 미만 젊은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역 사회 기관들이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
업무 종사자들은 청소년과 함께 일하는 자격을 갖추고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은
종종 Youth Centre와 지역 카운슬에서 일하며 청소년들에게 정보, 지원 및 안전한 환경에서의
활동을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
전국 청소년 서비스

전화

웹사이트

Kids Helpline – 5 세에서
25 세까지의 연령층을 위한 24

1800 551 800 www.kidshelpline.com.au

시간 상담.
Headspace – 12 세에서
25 세까지의 연령층을 위한 조기
개입 서비스.

1800 650 890 https://headspace.org.au

YouthBeyondBlue – 우울증과
정신 질환이 있는 청소년을 위한
24 시간 도움 서비스

1300 22 4636 www.youthbeyondblue.com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https://education.gov.au/youth

Generation Success – 청소년
근로자를 돕는 자원 서비스

www.employment.gov.au/generation-successyouth-employment-initiative

Youth Employment

www.employment.gov.au/job-seekers-0

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의 링크

https://aifs.gov.au/cfca/publications/helplinesand-telephone-counselling-services-children-y

Reconnect - 홈리스이거나 그러한

www.dss.gov.au/our-responsibilities/housingsupport/programmesservices/homelessness/reconnect/reconnectservices

위험이 있는 12-18 세 청소년을
지원

131 450 으로 전화하십시오
96

전국 청소년 서비스

전화

웹사이트

Office of the Children’s eSafety
Commissioner –18 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심각한
사이버 폭력 사건들을 보고

www.esafety.gov.au/reportcyberbullying

주 및 준주는 또한 청소년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주및
테리토리
ACT

청소년 서비스

웹사이트

Youth InterACT

www.youth.act.gov.au

NSW

Youth NSW

www.youth.nsw.gov.au

NT

Office of Youth Affairs

www.youth.nt.gov.au

Qld

Queensland Youth

www.communityservices.qld.gov.au/youth

SA

South Australia Youth Site

www.officeforyouth.sa.gov.au

Tas.

Office of Children and Youth Affairs

www.linkzone.tas.gov.au

Vic.

Youth Central

www.youthcentral.vic.gov.au

WA

Office for Youth

www.wa.gov.au/information-about/yourcommunity/youth

청소년을 위한 여가 및 기타 활동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원하시면 지역 카운슬에
연락하십시오.

부모
호주는 양육을 소중히 여기지만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항상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정보 및 지원이 여러 기관에서 가능합니다.
자녀 양육 시 훈육이 중요하지만 호주에서 자녀 체벌은 위법입니다. 자녀의 특권을 박탈하거나
자녀의 방으로 보내는 것과 같이 다른 형태의 훈육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선행에
대해 보상하고 본보기를 삼아 이끄십시오.
자녀 훈육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 상담과 양육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 정보

웹사이트

Family and Relationship Advice Line
(전화: 1800 050 321)

www.familyrelationships.gov.au

MyChild

www.mychild.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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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정보

웹사이트

Raising Children Network

www.raisingchildren.net.au

Australian Childhood Foundation – 번역된
정보 포함

www.kidscount.com.au/en

어린 성인 돌보기

www.abcdparenting.org

Kidsafe

www.kidsafe.com.au
www.australia.gov.au/information-andservices/family-and-community/caring-forchildren

호주 정부 링크

양육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에서 관할하는 Child Support 제도는 별거하는 부모가
자녀들을 위한 아동 지원 지급금을 관리하도록 돕습니다. 본 기관에 연락하여 자녀 지원
옵션에 대해 논의하십시오.
아동 지원

연락처

Child Support 웹사이트
Child Support 전화

www.humanservices.gov.au/childsupport
131 272

다른 언어로 된 정보

www.humanservices.gov.au/yourlanguage

이주민, 난민 및 방문객을 위한 정보

www.humanservices.gov.au/multicultural

노인
50 세 이상 노년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기구, 민간 기구 및 지역 사회 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호주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
•

Age Pension – 해당되는 호주 노인들을 위한 수입 지원 및 할인 이용:
www.humanservices.gov.au/agepension
My Aged Care – 여러분의 옵션과 서비스 이용 방법: www.myagedcare.gov.au

참조: 9 장, 건강 및 웰빙
모든 주 및 준주는 Seniors Card 제도가 있습니다. 이 카드는 무료이며 카드 소지자는 참여
업체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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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정보:
시니어 정보
Centrelink

전화
132 300

웹사이트
www.humanservices.gov.au/olderaustralians

My Aged Care

1800 200 422

www.myagedcare.gov.au

Seniors Card 제도

www.australia.gov.au/information-andservices/benefits-and-payments/olderaustralians/seniors-card
www.australia.gov.au/information-andservices/benefits-and-payments/olderaustralians

AusGov –
호주 노인

친척 찾기
호주 적십자 (Australian Red Cross)는 전쟁, 내란, 자연 재해로 인해 헤어진 친척을 찾기 위한
추적 및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d Cross 협회의 전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
실종 가족을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에 있는 가족들이 호주에 살고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국제 적십자 추적 및 난민 서비스 (Red Cross International Tracing):
호주 적십자
이메일

연락처
natinfo@redcross.org.au

적십자 웹사이트
National

www.redcross.org.au
03 9345 1800

ACT

02 6234 7600

NSW

02 9229 4111 혹은 무료 통화 1800 812 028

NT

08 8924 3900

Qld

07 3367 7222 혹은 무료 통화 1300 554 419

SA

08 8100 4500

Tas.

03 6235 6077

Vic.

03 8327 7700 혹은 무료 통화 1800 131 701

WA

08 9225 8888 혹은 무료 통화 1800 810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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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및 Centrelink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에서는 Centrelink 와 Medicare 를 통해 사회적 의료적 서비스
및 기타 수당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들 서비스는 각 개인과 가족들의 필요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변하거나, 예를 들면 자녀가 생겼거나 일자리를 잃었거나 질병이
생긴 경우 Centrelink 에 즉시 연락하여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Centrelink 는 사람들이 좀더 자립력을 키우며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하고 어려움에 처한 경우
지원을 합니다. Centrelink 는 또한 은퇴를 계획하거나 질환 혹은 위험이 발생하는 등 어려운
삶의 고비 동안에 특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지원합니다.

항목 내용
•
•
•
•
•
•
•
•
•
•
•
•
•
•
•
•

신분 확인
언어 지원
Centrelink 이용 지원
Centrelink 대기 기간
Centrelink 수당 청구
가족 수당 청구
(호주 시민이 아닌) 뉴질랜드 시민
난민과 인도주의 입국자들을 위한 Crisis Payment
기타 Centrelink 서비스
저소득자를 위한 할인
상황 변화
파트너의 정의
재심 및 항소
개인정보
청소년
후원 보증

신분 확인
Centrelink 에서 문서를 제공하여 신원을 확인
(www.humanservices.gov.au/customer/information-in-your-language)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여권과 여행 문서, 은행 계정 내용 혹은 숙소 내용 등입니다.

언어 지원
다른 언어로 된 정보
Centrelink 에서는 http://humanservices.gov.au/yourlanguage 에서 수당과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번역된 정보가 있으며 이를 읽거나 시청 혹은 경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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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elink 는 New to Australia 비디오가 10 개 언어로 가능하며 수당, 구직, Medicare 카드 및
Health Care Card 등의 토픽을 다룹니다. 이들 비디오를
www.humanservices.gov.au/yourlanguage 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국어 전화 서비스
여러분이 영어 이외의 언어를 할 경우 본 기관의 다국어 전화 서비스에 131 202 로 전화하여
(오전 8 시 – 오후 5 시) Centrelink 수당 및 서비스에 관해 한국어로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통역사
영어를 못할 경우 Centrelink 에서 무료로 통역사 예약을 주선해 드립니다. 통역사 주선을
위해서는 131 202 로 전화하거나 해당 지역의 Centrelink Service Centre 에 요청하십시오.

문서 번역
Centrelink 에서는 여러분이 본 기관의 수당 및 서비스를 청구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문서를
무료로 번역하도록 주선할 수 있습니다. 131 202 로 전화하거나 해당 지역 Centrelink Service
Centre 에서 문의하십시오.

다문화 서비스 담당관
다문화 서비스 담당관들 (참조: www.humanservices.gov.au/mso)은 Centrelink 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이주민과 난민 지역사회에 제공하며 서비스 향상을 돕기 위해 광범위한
협의를 합니다.

Centrelink 서신
여러분은 Centrelink 에서 발송하는 모든 서신을 읽고 필요하면 답변을 해야 합니다. 서신이
한국어로 설명이 필요할 경우 131 202 로 전화하십시오.

Centrelink 이용 지원
여러분을 대리할 사람이나 기관 (‘대리인’)을 지명할 수 있습니다. 참조:
www.humanservices.gov.au/nominees
Centrelink

연락처

Centrelink

www.humanservices.gov.au/centrelink

이주자, 난민 및 방문객을 위한
정보

www.humanservices.gov.au/multicultural

다른 언어로 된 정보

www.humanservices.gov.au/yourlanguage

다른 언어로 된 정보

131 202

청구 의도

www.humanservices.gov.au/customer/enablers/intent-to-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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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elink

연락처

신원 확인

www.humanservices.gov.au/customer/enablers/proof-ofidentity

서비스 센터 방문

www.humanservices.gov.au/findus

Centrelink 대기 기간
새로 온 거주자 혹은 임시 이민자 (난민 혹은 인도주의 입국자 제외)는 104 주 (Newly Arrived
Resident's Waiting Period)를 기다려야 대부분의 수당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기간은
가족 지원 수당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조: 가족 지원 수당).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한 참조
사이트: www.humanservices.gov.au/families
대기 기간과 적용 대상은 호주에 도착한 날과 신청하는 수당에 따라 다릅니다. 일생 동안
언제라도 호주에서 영주권자로서 거주한 시간은 대기 기간에 산정될 수 있습니다.
대기기간 동안에 구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jobactive 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Centrelink
Service Centres 에서 가능한 셀프 헬프 고용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Newly Arrived Resident's Waiting Period 면제
Newly Arrived Resident’s Waiting Period 가 면제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
•
•

호주 시민권자.
호주 시민권자 가족 혹은 장기 거주자.
인도주의 프로그램에 따라 도착한 사람 혹은 그 가족.
특정 비자 종류소지자.

피치 못할 상황의 중대한 변화로 인해 곤경에 처한 경우라면, 즉시 특별 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직하거나 취업을 못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상황의 변화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면제 대상 자격이 되는지를 알아보려면 Centrelink 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 요건 충족하기
연금 및 일부 수당은 새로 도착한 거주인의 대기 기간이 없지만 ‘자격 거주’ 대기 기간이
있습니다.
•
•

Parenting Payment and Widow Allowance: 104 주.
Age Pension and Disability Support Pension: 10 년.

예외가 있는데 예를 들면 난민 혹은 인도주의 입국자일 경우 혹은 호주 거주인이 된 후에
미망인이 되었거나 장애자가 되었거나 편부모가 된 경우입니다.
청구하는 수당과 관련하여 호주와 국제 사회보장 협약을 맺은 국가에 살았을 경우 연금에 해당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호주는 29 개 국가와 사회보장 협약을 맺었으며 그 목록은
www.humanservices.gov.au/issa 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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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연금 청구 혹은 해외 체류 동안에 호주 연금 청구를 포함하여 연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humanservices.gov.au/international 를 방문하십시오.

Centrelink 수당 청구
사회보장 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Intent to Claim’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로써 Centrelink는
신청자가 곧 수당 신청을 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온라인이나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Intent to Claim 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해당 수당 혹은 할인 카드는 Intent to Claim을 등록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록 당일에 수당 또는 할인 카드 수혜 자격이 있고 작성 완료한 신청서를 14 일
이내에 제출한 경우).
Centrelink의 대부분 소득 지원 수당은 호주에서 살고 호주 거주인에게만 가능합니다 (참조:
www.humanservices.gov.au/customer/enablers/residence-descriptions).
특정한 임시 비자 소지자들이 수당 유형에 따라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면제에 해당되지
않는한 자격 거주 기간이나 Newly Arrived Resident's Waiting Period 를 충족시켜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다른 대기 기간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참조: Centrelink 대기 기간.
소득 지원 수당을 받으려면 세금 파일 번호 (TFN)가 있어야 합니다.
아래 표는 상황에 따라 수령 자격이 될 수도 있는 수당 종류를 파악합니다.
고객 상황

전화

Centrelink 수당

구직 활동 중

132 850

Newstart
유급 직장을 구하고 있거나 승인된 교육훈련
Allowance 및/혹은 또는 취업 기회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타 활동에
Youth Allowance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

학업 또는 직업
훈련 중

132 490

Youth Allowance 16-24 세이고 풀타임 학업 중이거나 호주의
풀타임 견습 또는 기타 승인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

위기에 처해
도움이 필요함

132 850

수당 지원 내용

Austudy

25 세 이상으로 풀타임 학업 중이거나 호주의
풀타임 견습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

Crisis Payment

아래와 같을 경우 일시불로 지불:


난민이나 인도주의 입국자로 최근 호주에
입국.



화재나 홍수로 인한 피해로 자택에 거주할
수 없음.
가정 폭력으로 인해 주거지를 떠남.
최근에 출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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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상황

전화

누군가를 돌보고 132 717
있음

Centrelink 수당

수당 지원 내용

Special Benefit

불가피한 외부 상황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적
곤경에 처함.

Carer Payment

간병인 역할로 인해 유급 근로로 본인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간병인인 경우에 지원

Carer Allowance 아래 사람을 위해 추가적으로 매일 간호하며
보살펴야 하는 부모 혹은 간병인일 경우 지원:
(수입 지원)
질병이나 부상

13 2717

또는 장애가 있음

장애 혹은 질환이 있는 성인 혹은 아동.
노약자.

Disability Support 육체, 정신, 심리적인 손상으로 향후 최소 2 년
Pension
동안 일을 할 수 없거나 영구 시각 장애가 있는
경우에 지원.
Sickness
Allowance

취업 또는 풀타임 학업 중이지만 질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근로나 학업을 수행할 수 없어
회복한 후에 직장이나 학업으로 복귀해야 하는
경우에 지원.

13 2300

Age Pension

은퇴 후 생계를 유지하는 데 충분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 지원.

누군가 사망 후에 13 2300
도움이 필요함

Bereavement
Payment

배우자와 자녀 또는 간병 대상자와 같은
누군가가 사망했으며 본인이 Centrelink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 지원.

Bereavement
Allowance

파트너가 최근에 사망했으며 본인이 Centrelink
수당을 받고 있지 않는 경우에 지원.

은퇴를 했거나
하려고 함

Centrelink 수당 전체 목록이 www.humanservices.gov.au/centrelink 에서 가능합니다.

가족 수당 청구
부양 자녀가 있을 경우, Centrelink 에서 다양한 수당을 제공하여 가족들이 일을 하고 가족
책임을 다하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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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정보:
Centrelink 정보

연락처

가족 웹페이지

www.humanservices.gov.au/families

다른 언어들로 된 정보

www.humanservices.gov.au/yourlanguage

언어 지원

131 202

서비스 센터 방문

www.humanservices.gov.au/findus

해당 자격이 될 수도 있는 지원은 연령과 자녀 수 그리고 가족의 수입을 포함하여 가족 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족 지원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영주권 비자를 소지해야 되고 호주에 체류해야
합니다. 약간의 예외가 있습니다.
가족 지원 수당

수당 지원 내용…

Family Tax Benefit Part A

자녀 양육 비용 지원.

Family Tax Benefit Part B

편부모 가정을 비롯해 부모 한 명이 가사를 담당하거나 자녀
양육과
일부 유급 근무를 병행하는 가정을 추가 지원.

Single Income Family Supplement

편부모 가정 및 주요 소득자가 한 명인 가정을 지원.

Child Care Benefit

승인 또는 인가된 보육원의 보육비 보조.

Child Care Rebate

해당 가정에 인가된 보육비 지원.

Parental Leave Pay

신생아 혹은 최근 입양아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쉬는 부모를
지원

Newborn Upfront Payment and
Newborn Supplement

아기를 가지거나 아이를 입양할 때 해당 부모를 돕기 위해
Family Tax Benefit Part A 를 증가

Dad and Partner Pay

신생아 혹은 최근 입양한 자녀를 돌보는 아빠 혹은 파트너
지원.

Parenting Payment

부양 자녀를 돌보는 주 보호자일 경우 지원.

Double Orphan Pension

후견인 및 고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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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시민이 아닌) 뉴질랜드 시민
뉴질랜드 여권으로 호주에 도착한 사람에게는 일반적으로 Special Category Visa (SCV)를
발급합니다. 2001 년 2 월 26 일 기준 호주에서 SCV를 소지한 사람은 “보호 대상” SCV
소지자로 간주합니다. 2001 년 2월 26 일 이후에 호주에 도착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보호
대상”으로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

“보호 대상” SCV 소지자는 호주 거주인이며 호주에 거주하고 있고 자격 요건과 해당
대기 기간과 같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모든 종류의 Centrelink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 대상”이 아닌 SCV 소지자는 호주 거주인이 아닙니다. 이들은 대체로 수입 보조
수당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모든 SCV 소지자들은 규정과 대기 기간을 충족시키면 가족 지원 및 할인 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2001 년 2 월 26 일 이후 최소 10 년 동안 계속 호주에 거주한 SCV
보유자는 Newstart Allowance, Sickness Allowance, Youth Allowance 수당을 한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6 개월까지 반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사회보장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서 일부 SCV 소지자들은 “보호 대상”
여부에 상관없이, Age Pension, Disability Support Pension, Care Payment 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시민들을 위한 더 자세한 정보는
www.humanservices.gov.au/paymentsfornewzealanders 를 참조하십시오.

난민과 인도주의 입국자들을 위한 Crisis Payment
Crisis Payment는 극심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을 위한 일시불 수당입니다. 호주에 도착한 후
7 일 이내에 신청하거나 도착 후 7 일 이내에 Centrelink에 ‘Intent to Claim’을 등록한 다음 14
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humanservices.gov.au/crisispayment 에서 가능한 Crisis
Payment 안내 자료를 참조하십시오.

기타 Centrelink 서비스
Centrelink 는 아래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entrelink 서비스

전화

가능한 지원

Self Service

136 240

참조: 1 장, 셀프 서비스

Online Services Support

132 307

Centrelink 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 안내

131 450 으로 전화하십시오
106

Centrelink 서비스
Centrelink International
Services

전화

가능한 지원

131 673

호주 이사 및 여행, 호주 외 지역에서 수당 신청,
해외에서 수
당 지급에 관한 문의

Financial Information
132 300
Service (FIS) 예약 서비스
불만제기 및 피드백

Financial Information Service 세미나 예약

1800 132 468 감사, 민원, 제안 제시

저소득자를 위한 할인
소득, 직장, 나이, 또는 Centrelink 수당 종류에 따라 저소득자는 연방과 주/테리토리 및 지방
정부를 비롯해 민간 기업으로부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의료, 가계
경비, 교육, 교통 분야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humanservices.gov.au 를 방문하셔서 “low income” 항목을 검색하십시오.

상황 변화
가족, 직장 혹은 생활양식에서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 Centrelink 에 가능한 빨리 통보하여
정확한 수당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이 되는 수당보다 많이 받을 경우 해당 수당의
일부 혹은 전부를 다시 상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Centrelink 에 통보해야 할 변경사항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
•

개인 정보 및 연락처
은행 내역
관계 상태
자녀를 포함하여 보호 대상자의 케어 상황
직장 상황
임시 혹은 영구적으로 나라를 떠남
일시불 수령
파트너의 수입과 자산을 포함하여 수입 혹은 자산의 증가 혹은 감소
학업을 시작 혹은 마침

파트너의 정의
여러분의 파트너 유무를 Centrelink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 이를 ‘커플 구성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부분 수당은 커플 구성원 모두의 합산 소득과 자산을 고려합니다. 일부
수당은 파트너 유무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일부 수당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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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및 항소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Centrelink에 연락하여
www.humanservices.gov.au/customer/reviews-and-appeals 에서 재검토 되도록 하십시오.
재심과 항소를 처리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개인 정보
개인정보는 법률로 허용되거나 본인이 허가한 경우에만 Centrelink에서 공개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16 세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 자녀는 Youth Allowance나 Family Tax Benefit와 같은
수당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를 참조하십시오.

후원 보증
후원 보증 (참조: www.border.gov.au/about/corporate/information/fact-sheets/34aos)은 호주
거주자나 단체 (‘보증인 (assurer)’)와 호주 정부 간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입니다.
보증인은 호주에 온 이민자 (‘피보증인 (assuree)’)가 Centrelink 수당에 의존할 필요가 없도록
피보증인을 지원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후원 보증은 승인된 비자 종류에 따라 2 년 또는 10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해당 피부양인이 후원 보증 계약이 적용되는 동안에 Centrelink 의 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
보증인은 정부에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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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금전
항목 내용
•
•
•
•
•
•
•
•
•

금융 서비스
금전 이해
은행
세금
소규모 사업
대출 및 신용
보험
금융 상담 지원
재정 문제 지원

•

소비자 보호

금융 서비스
호주에는 다양한 종류의 은행, 보험, 연금, 투자 상품과 서비스가 있습니다. 금융 상품과
서비스는 정부가 인가한 업체에서만 취급합니다. 허가 없이 금융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됩니다.

금전 이해
개인 재정 관리, 계산기 및 툴 링크를 원하시면 www.australia.gov.au/information-andservices/money-and-tax/personal-finance 를 방문하십시오.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 Commission 의 Moneysmart 웹사이트
(www.moneysmart.gov.au)는 가정의 예산, 은행업무, 보험 및 부채를 포함하여 자금 관리 및
투자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속임수로 타인의 금전을 앗아가려는 부정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 사업 대출,
보험, 연금, 투자 및 금융 자문 관련 불만사항이 있거나 투자에 대해 확실하지 않으며 의심스런
경우에는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ASIC)에 1300 300 630으로
전화하거나 www.moneysmart.gov.au/tools-and-resources/how-to-complain 를 방문하십시오.

은행
은행과 주택금융조합 그리고 신용조합에서 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금을 찾으려면
은행에 가거나 직불카드와 PIN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을 가지고 ATM (Automatic
Teller Machine)에서 인출하면 됩니다. 직불카드에 PIN 번호를 적어 두지 마십시오. 지갑이나
휴대폰과 같이 도난당할 수 도 있을 물건에 PIN 번호를 보관하지 마십시오.
직불카드를 도난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은행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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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경우 www.fos.org.au 에서 Financial Services
Ombudsman 에 연락하십시오.
더 자세한 정보:
은행 정보

웹페이지

Australian Bankers Association
– 은행 계정 기본 정보

www.bankers.asn.au/Consumers/Managing-Your-Money

은행 계정 관리

www.moneysmart.gov.au/managing-your-money/banking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
인터넷 뱅킹

www.accc.gov.au/consumers/online-shopping/internetbanking

MoneySmart 번역된 정보

www.moneysmart.gov.au/tools-andresources/publications

Financial Service Ombudsman

www.fos.org.au

세금
호주에서는 근로 소득과 사업 및 투자 이익에 대한 세금을 정부에 납부해야 합니다. 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는 개인과 기업에서 세금을 징수하여 병원, 학교, 도로, 철도와 같은
중요한 사회 서비스 비용의 재원을 조성합니다.
ATO 에서는 http://tv.ato.gov.au/ato-tv/channel?c=c-b8nuuyo 에서 비디오를 제공하여 호주
세금 및 퇴직연금 제도를 알 수 있도록 돕습니다.

부가가치세
호주는 대부분 품목에 대해 상품용역세 (GST) 10%를 부가하는데 대부분의 물품과 서비스
그리고 판매 및 소비되는 물품에 포함됩니다. 기본 식품과 대부분의 교육 및 의료 서비스,
유자격 보육 및 양로원과 같은 일부 분야는 GST 면제 대상입니다.

세금 등록 번호
세금 등록 번호 (TFN)는 ATO에서 개인과 단체에 발급하는 고유 번호입니다. 세금 등록 번호를
가능한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TFN을 받는 가장 빠른 방법은 온라인으로 www.ato.gov.au/tfn 신청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등록은 주 7일 하루 24 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권 상세 정보와 호주 내 주소만
있으면 됩니다. 신청서는 또한 www.ato.gov.au/order-publications 에서 ATO Publication
Ordering Service에서 다운로드하시거나 세금 등록 번호 헬프라인에 13 28 61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ATO에 신청서를 접수한 지 28일 이내에 우편으로 TFN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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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N은 하나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번호를 평생 사용하므로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TFN은
여러분의 이름이나 직장이 변해도 다른 주로 이사를 해도 혹은 호주를 떠났다가 돌아와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TFN이 필요합니다. TFN을 가족의 다른 구성원과
공유하지 마십시오.
본인의 세금 등록 번호를 지갑이나 휴대폰과 같이 분실이 가능한 곳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TFN 을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양도하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TFN 을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

세금 환급 갈취
은행 계정 이용
귀하의 이름으로 은행 계정을 개설하여 부채를 지움

•

여러분의 이름으로 정부 수당을 신청하는 부정행위

Australian Taxation Office, Centrelink, 퇴직연금 기금, 은행 또는 금융 기관, 고용주 등 특정
인만이 TFN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신청서에 기재하는 TFN 을 이용하여 속임수를 쓸 수도 있는 부정직한 사람들
(‘scammers’)을 조심하십시오. 이들은 또한 거짓 일자리 광고를 통해 신원 정보를 훔치고
TFN 을 얻고자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시작한 이후에야 고용주에게 TFN 을
제공해야 합니다.

직장을 구했을 때 TFN 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일을 시작할 때 고용주가 세금 파일 번호 진술 양식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것이며 그 양식에
본인의 TFN 을 기재해야 합니다.
TFN 이 없을 경우 일을 시작한 이후 28 일 이내에 TFN 을 신청해서 얻도록 해야 합니다. 28 일
이후에도 TFN 을 얻지 못할 경우 고용주는 급료에서 최고 액수의 세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TFN 없이 일할 수는 있지만 급료와 퇴직연금에서 더 많은 세금이 공제될 것입니다.
TFN 이 없을 경우 세금 환급 신청을 전자적 방법으로 접수시키거나 정부 수당을 신청하거나
Australian business number (ABN)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 환급
해당 회계연도 (7 월 1 일~6 월 30 일)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당해 10 월 31 일까지 ATO 에
소득세 환급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인 세무사를 고용하여 본인의 세금 환급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10 월 31 일 이후에도 세금
환급 신청을 제출할 수 있지만 해당 일자에 제출할 자격이 되려면 10 월 31 일 이전에
세무사와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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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ato.gov.au/Individuals/Lodging-your-tax-return 에서 본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ATO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ATO에서 여러분을 위해 세금 환급 신청서의 일부를 작성하는데 이는
고용주, 은행, 보건 기금 및 정부 기관에서 제공한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세금 환급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시키기 위해서는 myGov 계정이 필요합니다. 이 계정은
https://my.gov.au 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세금 환급 신청 지원
세금 환급 신청 지원 (Tax Help)는 저소득자를 위한 무료 서비스이며 매년 7월에서 10월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Tax Help는 ATO에서 훈련한 자원 봉사자들이며 여러분이 세금 환급
신청을 myTax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접수시키도록 돕습니다.
ATO

연락처

전화 (세금 도우미 (Tax Help)
포함)

13 2861

비즈니스 및 GST 문의

13 2866

세금 파일 번호 온라인 신청

www.ato.gov.au/TFN

사무실 방문

www.ato.gov.au/Visitus

ATO 번역된 정보

www.ato.gov.au/General/Other-languages

ATO 웹사이트

www.ato.gov.au

해외 자산과 투자 및 수입
호주 거주자는 해외에서 번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며 세금 환급 신청 (tax return) 시 해외
수입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본인이 세금 목적을 위한 호주 거주자 (resident of Australia)
인지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는 납세 의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웹사이트에 관련
정보를 안내합니다. 그 정보는 아래와 같은 수입에 대한 세금을 포함합니다.
•
•
•
•
•

주식 및 건물 임대와 같은 투자
이자 및 로열티
해외에서의 비즈니스 활동
해외 연금
인터넷을 통한 상품과 서비스 거래와 같은 국제 상거래.

해외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을 취득한 국가에서 세금을 납부했을 지라도 해당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소득이 호주에서 평가 대상이고 해당 소득에 대해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 해외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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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세금에서 면제가 되는 해외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해외 소득은 납부해야 할
세액을 산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모든 해외 소득원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국가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더라도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매년 ATO는 소득세 환급 신청 내용을 제삼자가 ATO에 제공하는 해외 거래에 관한 정보와
대조합니다. 해당 정보와 소득세 환급 신청서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ATO는
납세자에서 서면으로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에 환급액을 수정합니다.
본인의 재정 상황이 복잡한 경우에는 공인 세무사를 고용하거나 ATO에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소규모 비즈니스
소규모 비즈니스는 호주 경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인의 비즈니스를 시작하길 원할 경우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비즈니스 시작을 고려할 경우 www.business.gov.au/
business-topics/starting-a-business/Pages/default.aspx 를 방문하십시오.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에서 제공하는 Small Business Education
Program 에 관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accc.gov.au/about-us/tools-resources/smallbusiness-education-program 를 방문하십시오.
호주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길 원할 경우, Australian business number (ABN)를 신청하기
위한 본인의 TFN 이 필요합니다. 아래를 포함한 다른 등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
•

GST 등록 (연간 매출이 75 000 호주 달러 초월 및/혹은 본인이 유료 승용차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고용주로 등록.
다른 정부 기관이 요구하는 등록.

Australian business number 를 가진다는 것은 본인 자신의 비즈니스를 운영함을 의미합니다.
본인이 ‘비즈니스 운영’을 하는 지에 대해 확실치 않거나 일을 위해 ABN 취득을 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을 경우, 132 866 으로 전화하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의 비즈니스 수입에 대한 세금을
지불하며 비즈니스나 자산을 팔 경우 생기는 자본 이익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비즈니스 수입에 관련된 지출에 대해 공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용인이 있을 경우, 이들을 위해 퇴직연금을 넣어주고 이들에 대한 급료에서 세금을 제하여
ATO 로 보내야 합니다. 이들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업체를 설립하려면 여러 정부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결정에 영향을 주거나
빨리 진행하기 위해 선물이나 뇌물을 제공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대가성 행위는 불법이며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체와 개인의 납세 자격과 의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ATO는
다양한 지원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영어와 번역본 간행물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Australian
Business License and Information Service (ABLIS)는 기타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충족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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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정보:
주제

웹사이트

소규모 비즈니스 시작
및 운영

www.business.gov.au/small-business/Pages/starting-andrunning-your-small-business.aspx

비즈니스를 위한 정부
제공 정보

www.ato.gov.au/Business/Starting-your-own-business

소규모 비즈니스를 위한
보조금

https://www.business.gov.au/assistance
https://ablis.business.gov.au/pages/home.aspx

비즈니스 면허 및 등록
소규모 비즈니스 세금
정보
Fair Work 직장 관계
제도– 피고용인이 있을
경우

www.ato.gov.au/Business/Starting-your-own-business
www.fairwork.gov.au/find-help-for/small-business

주 및 준주 지원 및 정보

www.business.gov.au/business-topics/starting-abusiness/Pages/advice-and-support-in-your-state-or-territory.aspx

Australian Business
License and Information
Service

https://ablis.business.gov.au/pages/home.aspx

대출 및 신용
대출과 신용 대부는 돈을 빌린 후 나중에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는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대출의 종류로는 개인대출, 주택융자, 신용카드, 당좌대월 등이 있습니다.
대출 비용은 대출의 종류, 채권자, 대출 상환 기간, 이자율, 수수료, 부과금 등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지 않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 및 융자를 위해서는 www.moneysmart.gov.au/borrowing-andcredit 를 방문하십시오.

보험
보험은 매년 일정 금액을 지불하여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 재정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보험회사는 고객이 스스로 손실에 대해 지불하기 보다 회사가 고객에게 손실을 보상하는데
동의합니다.
일반적인 보험의 종류로는 의료 보험 (9장, 건강 및 웰빙 참조), 주택 보험, 가재 보험, 여행
보험, 자동차 보험, 생명 보험 등이 있습니다.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 약관과 보장
금액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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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종류의 자동차 보험이 있습니다. 차를 소유하면 사고로 상대방을 다치게 하는
경우를 대비한 삼자 보험 (“CTP”) 가입이 필수입니다. 보험 보장 범위가 보다 넓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은 가입자가 사고를 당하거나 차량을 도난 당한
경우에 가입자 차량 (및 상대 차량) 의 모든 손해 비용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보험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 www.moneysmart.gov.au/insurance

금융 상담 지원
Financial Information Service (FIS)는 금융 문제에 관한 전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FIS는 전화, 방문, 금융 교육 세미나를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독립 서비스입니다.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132 300으로 전화하시거나 FIS 웹사이트
www.humanservices.gov.au/fis 를 방문하십시오.
세미나 참석을 원하시면 136 357 로 전화하십시오.

재정 문제 지원
호주에서는 금전 문제가 있을 경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용납되고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금융 상담가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관련 정보를 안내합니다. 금융 문제를
확인하고 여러 선택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해 드립니다.
1800 007 007 에 전화하시거나 www.moneysmart.gov.au/managing-your-money/managingdebts/financial-counselling 를 방문하십시오.

소비자 보호
온라인 구매를 포함하여 호주에서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여러분에게는 Australian
Consumer Law 에서 규정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은 구매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확하고 진실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구매한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제품의 수리, 교체 혹은 환불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제품이 사용하기에 안전하다는 기대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화상으로 사업자들이 따라야 할 규정이 있습니다. 혹은 이들이 가정에
직접 왔을 경우 떠나라고 요청할 경우 떠나야 합니다.
구매에 문제가 있을 경우, 소비자의 권리와 옵션에 대한 정보를 위해 각 주와 테리토리에 있는
소비자 보호 기관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해당 기관들은 주택 임대차, 주거, 주택 매매, 건축 및
보수, 차량 구매, 쇼핑, 보증, 예약 구매, 환불, 신용 및 거래 등과 같은 문제를 돕습니다. 또한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재 (협상)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은 가격, 반경쟁 및 불공정 시장
관행, 생산품 안전 분야에서 불공정한 상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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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정보:
지역

소비자 보호 기관

웹사이트

National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 telephone 1300 302 502

www.accc.gov.au

National

ACCC 영어 이외의 언어로 된 정보

www.accc.gov.au/about-us/informationfor/non-english-speaking-background

ACT

Office of Regulatory Service (Access
Canberra)

www.ors.act.gov.au

NSW

NSW Fair Trading

www.fairtrading.nsw.gov.au

NT

Consumer Affairs

Qld

Office of Fair Trading

SA

Office of Consumer and Business
Affairs

www.consumeraffairs.nt.gov.au/ForCon
sumers/ConsumerRights/Pages/default.
aspx
www.fairtrading.qld.gov.au/consumers.h
tm
www.cbs.sa.gov.au/wcm/consumers/co
nsumer-advice/

Tas.

Consumer Affairs and Fair Trading

www.consumer.tas.gov.au

Vic.

Consumer Affairs Victoria

WA

Consumer Protection

www.consumer.vic.gov.au
www.commerce.wa.gov.au/ConsumerPr
otection/

Ombudsman 사무소는 정부 기구와 일부 산업 분야의 민간 기업에 대한 민원을 조사하는 독립
기관입니다. 불법, 부당, 차별적인 조치를 방지하고 이용자에게 보다 공정한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해당 사안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1300 362 072에 전화하시거나 주, 준주 및
산업 옴부즈먼 사무소를 위해서는 www.ombudsman.gov.au 를 방문하십시오.
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ACMA)는 텔레비전과 라디오 등의 방송
서비스 가운데 부적절한 내용에 관한 민원을 조사합니다. 민원은 먼저 서비스 소유주 혹은
제공업체에 제기해야 합니다.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www.acma.gov.au 를
방문하십시오. ACMA에서는 또한 스팸 (SPAM)이메일 및 텔리마케팅 전화에 대한 민원도
조사하며 “Do Not Call” 등록을 관리합니다.
Office of the Children’s eSafety Commissioner (www.esafety.gov.au)에서는 온라인 안전에
대해 호주인들에게 정보와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들은 또한 사이버 폭력과 불쾌하고 불법적인
온라인 콘텐트에 대한 불만제기도 조사합니다.
자녀가 인터넷에서 사이버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경우 혹은 불쾌하고 불법적인 온라인 콘텐트를
보게 된 경우 www.esafety.gov.au/complaints-and-reporting 에서 불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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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시민 참여
항목 내용
호주의 관습과 법률을 이해하면 호주 사회 적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
•
•
•
•
•
•
•
•
•
•
•
•
•
•
•
•

호주 사회
책임과 가치
평등과 차별 금지
자원봉사
사람 만나기
공손한 행동
복장
호주의 일상적 표현
야외 활동 및 안전
가정에서의 안전
환경
동물과 애완동물
신문, 텔레비전 및 라디오
도박
소음
지역 정부 서비스
비자
호주 시민권

호주 사회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 토착민들이 적어도 4 만여 년 전에 호주에 처음 정착했습니다. 호주
원주민들은 고유 신앙과 토지 숭배 정신 그리고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와 세계에서 가장 유구한
예술 전통을 현재까지 간직하고 있습니다. 원주민 문화는 호주의 국가 정체성에서 중요한
부분이며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 토착민은 예술, 미디어, 교육, 스포츠, 비즈니스를 비롯해
여러 분야에 걸쳐 혁혁하게 공헌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역사, 문화유산 및 원주민 문화에 관한
정보는 www.australia.gov.au/information-and-services/culture-and-arts 를 참조하십시오.
호주는 문화와 종교 및 민족 배경이 다른 여러 사람들이 서로 용납하고 어우러진 다양한
사회입니다. 호주인들은 세계 곳곳에서 왔습니다. 호주 인구의 약 46%는 해외에서 태어났거나
부모 가운데 한 명이 해외 출생입니다. 영어가 공용어지만 원주민 언어를 비롯해 약 300 개
언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모든 주요 종교도 이곳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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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는 호주의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 자신의 문화와 종교적 전통을 자유롭게 따르고
기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호주인으로서 소속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다양성이나 사회적 소속감이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타인의 생각과
전통을 존중한다면 새로운 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주 정부는 호주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지지하며 모든 사람이 국가의 삶에 속하고 참여할
기회를 가진 문화적으로 다양한 국가를 만드는 데 전념할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호주 소개를
원하시면 www.australia.gov.au/about-australia 를 방문하십시오.

책임 및 가치
호주에서 영위하는 자유와 평등은 모든 사람이 책임을 다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호주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호주 국가에 충실하고 민주적인 생활 방식을 지지하며 호주의 가치 그리고
용납과 포용 그리고 공정한 호주의 전통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호주 시민의 이러한 가치들은 호주의 자유와 민주주의 사회를 유지하는 근간입니다. 다음과
같은 가치를 지지합니다.
•
•
•
•
•
•
•
•
•
•
•

의회 민주주의
법치주의
평화 유지
배경에 상관 없이 모든 개인을 존중
어려운 사람에 대한 긍휼
언론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
장애와 나이와 같은 특성에 구애 받지 않는 개인의 평등
남녀 평등
기회 평등.

호주 시민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준법의 의무
연방, 주, 테리토리 선거와 국민 투표 참여
유사 시 국방의 의무
요청 시 배심원 참여.

호주 시민권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citizenship.gov.au 를 방문하셔서 호주
시민권 테스트 자료 책자 호주 시민권: 우리의 공동 결속체 (Australian Citizenship: Our
Common Bond)를 읽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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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및 차별 금지
누구나 존중 받으며 자신의 요구가 타인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호주에서 출생했건 이민을 왔건 간에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호주에서는 어떤 유형의
인종 차별주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차별금지법에 의거 어느 누구도 나이, 인종, 출신 국가, 성별, 결혼 관계, 임신, 정치 및 종교적
신념, 장애, 성적 선호 등으로 인해 타인과 달리 차별 대우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이는 취업,
교육, 주거, 소비와 더불어 의사 진료, 은행, 호텔과 같은 서비스 이용 등 대부분의 분야에
적용됩니다. 남성과 여성은 법 앞에 그리고 기타 모든 목적에 대해 평등합니다.
호주는 전통적으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하지만 나이, 인종, 성별, 출신 국가, 성별, 결혼
관계, 임신, 정치 및 종교적 신념, 장애, 성적 선호를 근거로 타인이나 다른 단체를 모욕, 폄하,
공격, 위협하는 행위는 법률에 위반됩니다.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은 인권, 차별 금지, 사회 정의 분야에서 연방 법률을
관할합니다.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연락처

일반 문의
오전 9 시 – 오후 5 시 (호주 동부 표준 시간대)

1300 369 711

불만제기 정보라인 오전 9 시 – 오후 5 시 (호주
동부 표준 시간대)
(화요일은 오후 1 시부터 닫음)

1300 656 419

TTY – 언어 장애자

1800 620 241

번역된 정보 – 인권

www.humanrights.gov.au/about/translatedinformation

Human Rights 웹사이트

www.humanrights.gov.au

각 주와 테리토리는 또한 자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관련 정부 기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 및 준주 인권 보호 기관

전화

웹사이트

ACT

ACT Human Rights
Commission

02 6205 2222

www.hrc.act.gov.au

NSW

Anti-Discrimination Board of
NSW

02 9268 5544 혹은
지방 NSW 무료
통화 1800 670 812

www.lawlink.nsw.gov.au/adb

NT

NT Anti-Discrimination
Commission

08 8999 1444 혹은
NT 무료 통화
1800 813 846

www.adc.nt.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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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및 준주 인권 보호 기관
Qld

Anti-Discrimination
Commission Queensland

SA

Equal Opportunity
Commission

Tas.

전화

웹사이트

1300 130 670

www.adcq.qld.gov.au

08 8207 1977 혹은
지방 SA
무료 통화
1800 188 163
03 6165 7515 혹은
Office of the AntiTas. 무료 통화
Discrimination Commissioner
1300 305 062

www.eoc.sa.gov.au

www.antidiscrimination.tas.gov
.au

Vic.

Victorian Equal Opportun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1300 292 153

www.humanrightscommission.
vic.gov.au

WA

Equal Opportunity
Commission

08 9216 3900 혹은
WA 무료 통화
1800 198 149

www.equalopportunity.wa.gov.
au

자원 봉사
자원 봉사는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지역사회에서 살며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호주인들은 자원봉사를 합니다. 자원봉사자는 봉사 활동에 대해
금전을 받지 않고 지역사회와 자신들을 위해 시간과 기술을 제공합니다. 자원봉사는 항상 선택
사항이며 의무가 아닙니다.
자원봉사가 유급 근무 경력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무 경력과 기술을 제공하므로 구직
기회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영어를 향상시키고 사회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자신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원 봉사 기회를 열거한 많은 기관과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Volunteer Resource Centres는
호주 전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원 봉사 정보, 자원봉사 연결 및 알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자원 봉사자를 찾는 기관을 돕기도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
지역

기관

웹사이트

ACT

Volunteering ACT

www.volunteeringact.org.au

NSW

The Centre for Volunteering

www.volunteering.com.au

NT

Volunteering SA-NT

www.volunteeringsa.org.au

Qld

Volunteering Queensland

www.volunteeringqld.org.au

SA

Volunteering SA-NT

www.volunteeringsa.org.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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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관

웹사이트

Tas.

Volunteering Tasmania

www.volunteeringtas.org.au

Vic.

Volunteering Victoria

www.volunteeringvictoria.org.au

WA

Volunteering WA

www.volunteeringwa.org.au

호주 전역의 자원
봉사 기회

GoVolunteer

호주 자원봉사를
위한 국가 협상 단체

Volunteering Australia

www.govolunteer.com.au

www.volunteeringaustralia.org

사람 만나기
호주에서 사람을 처음 만날 때는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오른손을 잡고 악수를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일반적으로 처음 만날 때는 서로 입맞춤을 하거나 포옹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호주인들은 사람을 처음 만날 때 나이, 종교, 결혼, 자녀, 금전 문제에 대해 질문 받는
것을 흔쾌히 여기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나 친구 간에는 대개 서로 이름만 부릅니다.
호주인들은 대화할 때 대체로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는 데, 이는 존경의 뜻과 더불어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공손한 행동
호주에서 무엇을 요청할 때는 대개 “please” 라고 말하며, 누가 도와주거나 무언가를 줄 때는
“thank you”라고 합니다. “Please” 와 “thank you” 를 말하지 않을 경우 무례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주의를 끌고자 할 때는 대개 “excuse me” 라고 말하며 실수로 사람들과 부딪혔을 경우에는
“sorry” 라고 합니다. 줄을 설 때는 맨 뒤에서 시작하여 차례대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임이나 약속에는 항상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약속에 늦을 경우에는 전화로 사과하고 도착
시간을 알려줘야 합니다. 전문적인 업무로 인한 약속에서 이는 매우 중요한 데 (예컨대, 의사와
진료 약속) 사전에 알리지 않고 늦으면 예약을 놓치거나 금전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늦으면 신뢰성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서신 초청을 받는 경우, 날짜와 함께 ‘RSVP’ 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초청한 사람이 참석
여부를 알고 싶어 한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날짜까지 참석 여부를 알려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어떤 행동은 무례할 뿐만 아니라 위법 사항입니다. 무례한 행동의 예로는 공공 장소에서
욕설과 침 뱉기, 쓰레기 투기, 공공 및 개인 화장실이 아닌 장소에서 대소변을 보는 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위의 평등 및 차별 방지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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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장
호주는 다양한 사회입니다. 호주 사람들의 다양한 복장은 바로 사회의 다양성을 나타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하거나 사회적 상황 또는 분위기에 맞게 평상복 차림을 하거나 비공식적인
복장을 합니다. 또한 종교나 관습에 따라, 특히 특별 행사 시에 전통 의상을 고르기도 합니다.
복장에 관한 법률이나 규칙은 없지만, 작업 환경이나 특정 장소에서는 해당되는 복장에 대한
요건이 있습니다. 예컨대, 공사 현장에서는 안정상 이유로 안전화와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경찰과 군인 그리고 일부 비즈니스 직원들은 제복을 입어야 합니다.
호주는 피부암 발병율이 높습니다. 보호 의복과 모자는 피부암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많은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학교 교복의 일부로 모자를 쓰도록 요구합니다. 태양 광선으로부터
보호하는 정보를 위한 더 자세한 정보는 www.cancer.org.au/preventing-cancer/sun-protection
를 참조하십시오.
클럽과 영화관, 기타 장소에서는 단정하고 깨끗한 복장과 적합한 신발을 착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들의 옷이 신체를 다 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양 국가에서 이는 정상적인
것이며 관심을 끄는 의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호주의 일상적 표현
여러 일상적인 호주식 표현이나 속어가 생소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의미가 확실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어봐도 좋습니다. 몇 가지 흔한 예들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

•

•

Bring a plate – 사교 모임이나 직장 행사에 초대받았을 때, “bring a plate”라고 요청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한 접시 가져오라는 의미입니다.
BYO – 이는 “각자의 음료수를 가져오라’는 뜻으로, 주류, 주스, 탄산음료, 물 등을
지참하라는 말입니다. 일부 레스토랑은 BYO 를 허용하는데 개인이 병 음료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BYO가 허용될 경우 대개 “corkage”라고 하는 유리잔 제공과
세척에 대한 요금이 부과됩니다.
오픈 도어 규정 (Open door policy) -- 직장 내의 "오픈 도어 정책"은 여러분과 다른
직원들이 상사와 문제 혹은 다른 이슈들을 의논하기 위해 공식적인 예약을 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See you later -- 이것은 "goodbye"의 격식 없는 표현이며 상대방이 가까운 미래에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영어 제공기관이 호주식 표현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참조: 3 장,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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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활동 및 안전
호주는 수영, 부시워킹, 캠핑, 스포츠와 같은 야외 활동에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야외에서
유의해야 할 안전 수칙이 있습니다.

수영 및 야외 안전
•
•

•

•

•
•
•
•

•
•
•

여러분이나 자녀가 수영을 못할 경우 수영 및 수상 안전 강습에 참석합니다.
바다 수영은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해변에서 안전하게 즐기려면:
o 항상 구조 요원이 감독하는 지역으로 표시되는 적색과 황색 깃발 사이
해변에서만 수영을 해야 합니다.
o 안전 표지판을 확인합니다.
o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평정을 유지하고 손을 들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o 해변이 폐쇄되었거나 적색과 황색 깃발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수영 금지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수영을 하지 않습니다
바다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해안 절벽에서 미끄러지거나 거센 파도나 만조에 바다로
휩쓸려 가는 것과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경고 표시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해안 바위 낚시는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데, 큰 파도에 휩쓸려 익사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강과 호수, 댐에서 수영할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o 물에 들어가기 전에 늘 가라 앉아 있는 물체나 물의 깊이를 확인합니다.
o 위험 (악어나 오염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합니다.
백야드 풀장을 포함하여 물가에 있거나 수영하는 어린이에게 항상 주의를 기울입니다.
혼자서 하는 수영, 낚시, 부시워킹을 삼가합니다. 행선지와 돌아올 예상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음식과 물을 충분하게 준비합니다.
호주에 일부 뱀과 거미는 독성이 있습니다. 물린 사지가 마비되면 000 번을 걸어서
의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봄에는 맥파이라고 불리는 새가 자신들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보행자나
사이클리스트들을 공격합니다. 이 새들은 보호새이므로 그 새들의 둥지를 피해 가거나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거나 막대기를 지니거나 우산을 써서 새들의 공격을 피하도록
하십시오.
호주는 햇빛이 아주 강렬합니다. 햇볕 화상을 예방하기 위해 모자와 보호 의복을
착용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릅니다. 이는 특히 어린이에게 중요합니다.
일기 예보를 확인합니다. 불 사용 금지 기간에는 야외에서 불을 지피거나 바비큐를 할
수 없습니다. 기상청은 www.bom.gov.au/index.php 에서 기상 경고를 제공합니다.
대다수 세계적인 도시처럼 호주의 도시에도 특히 야간에 폭력 사고가 일어납니다. 개인
안전에 유의하고 우범 지역으로 알려진 곳이나 공원과 어두운 장소는 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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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정보:
정보 출처

웹사이트

Bureau of Meteorology –기상 예보 및 불 사용
금지 기간 확인

www.bom.gov.au/weather

Royal Life Saving Society –수영과 수상 안전

www.royallifesaving.com.au

Surf Life Saving Australia

www.slsa.asn.au

Beach Safety – 번역된 정보 포함

www.beachsafe.org.au

Rip Current Safety Tips –영어 외 다국어 정보
포함

Australian Cancer Council –
태양광선으로부터 보호

www.ripcurrents.com.au
www.cancer.org.au

가정에서의 안전
가정 안전
집에서 외출할 때는 문을 잠그고 창문을 닫으십시오. 가능하다면 스크린 도어 혹은 안전사슬을
장치하여 문이 열리기 전에 누가 왔는지를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앞문에는 전등을 설치하거나
센서 전등을 설치하여 밖에 서있는 사람을 볼 수 있도록 하거나 외출에서 돌아왔을 떄 쉽게 문을
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 장치는 또한 잠재적인 침입자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약품 및 화학 물질
집 주위에서 흔히 발견되는 어떤 약이나 화학 물질들이 유해하거나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

•

약품들은 아이들과 애완동물들이 닿지 않는 곳에 혹은 아이들이 찾을 수 없는 곳에
두십시오.
더 이상 복용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들은 쓰레기 통에 버리거나 하수구로
내려가게 하지 마십시오. 약사가 남은 약품을 무료로 그리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깨끗한 약품들은 아이들이나 애완 동물들이 닿지 않도록 잠금 장치가 있는 벽장에
보관하십시오.

벽장 잠금 장치와 같은 안전 장치는 하드웨어 상점에서 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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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의 화재 안전
호주에서는 주택 화재가 매년 대략 50 명의 사망과 많은 사상자를 초래합니다.
스모크 알람 장치가 조기 경종을 울려서 인명을 구할 수 있고 응급 서비스가 제때 연락되어서
손상이 퍼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알람 장치는 사람들이 자고 있는 밤에 특히
중요합니다. 집집마다 각층에 최소한 한개의 스모크 알람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6 개월
마다 배터리를 체크하고 교체합니다.
주택 화재는 흔히 부엌에서 시작되거나 결함이 있는 전기선이나 혹은 가전제품을 잘못
사용하거나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가전 제품을 작동시켜 놓았을 때 일어납니다. 주택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키십시오
가정에서는
• 과열 방지를 위해 전기 제품 주위에 공간이 있도록 합니다.
•
•
•
•
•
•
•

파워보드에 과부하를 피합니다- 한개의 소켓에는 한개의 플러그만 사용해야 합니다.
플러그와 소켓에 먼지나 손상이 있는지 체크하고 문제가 있으면 즉각 해결합니다. 모든
전기 수선은 반드시 전기 전문가가 해야 합니다.
커튼과 옷가지들 및 침구들은 촛불 및 히터로부터 떨어져 있게 합니다.
방에 사람이 없을 때는 절대로 촛불 혹은 다른 발화 제품이 켜져 있는 상태로 두지 않도록
합니다.
집에 있을 때는 문이 안에서 잠긴 상태 (즉, 빠져 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해놓아서 비상시에 즉시 문을 열 수 있도록 합니다.
침대에서 담배를 절대로 피우지 않도록 합니다.
성냥이나 라이터를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도록 합니다.

부엌에서는
• 부엌에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음식이 조리되고 있지 않도록 합니다 - 부엌을 벗어날 때는
돌아올 때까지 스토브를 꺼놓습니다.
• 아이들을 가열 판이나 작동중인 스토브판 및 오븐으로부터 떨어져 있도록 합니다.
• 냄비 손잡이를 스토브의 가장 자리로부터 돌려놓으면 아이들이 냄비 손잡이를 치거나
쏟을 수 없게 됩니다. 뜨거운 물도 화상을 초래합니다.
• 발화물질은 열제공 물질로부터 치워서 없도록 합니다.
• 금속 그릇이나 알루미늄 호일 혹은 금속 도구를 포함한 모든 금속 품목은 마이크로
오븐에 절대로 넣지 않습니다.
•

가스는 일부 부엌이나 바비큐에 사용됩니다. 사용한 후에는 오븐이나 스토브판을
반드시 끄십시오. 가스 냄새가 나면 성냥을 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꽃이 가스를
폭발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스가 새는곳을 찾고 즉각 가스를 꺼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000 번에 전화하여 "Fire Brigade"를 요청해야 합니다.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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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시 해야 할 사항:
• 옆집 혹은 공중전화나 모바일 전화를 이용하여 전화번호 000 를 걸어서 소방서를

•

요청합니다. 화재 장소와 집안에 사람이 있는 지 여부를 알려줍니다.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주립 소방 서비스가 화재 시에 해야 될 지침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참조:
2 장, 지원 받기.

산불 안전 계획
호주 산불 중에 일부는 주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산불의 위험이 있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산불 생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지역 소방 서비스가 해당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이 산불 생존 계획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줍니다.
산불 생존 계획은 산불이 잘 나는 계절 이전에 미리 취할 행동 및 산불이 잘 나는 계절과 산불
위험이 높은 날들에 취할 행동 그리고 지원 계획들을 포함합니다. 그 계획에는 재산 유지,
화재시 재산 준비, 화재시 개인 연락처, 응급처치용품 목록, 특별 요구사항이 필요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계획 (예: 유아 혹은 노인의 이송), 애완 동물 그리고/혹은 가축을 위한
계획, 탈출 신호, 탈출 수단, 지원 계획 및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계획들이 포함됩니다.
더 자세한 산불 정보 및 지역 소방서 연락처를 원하시면 2 장, 지원 받기를 참조하십시오.

환경
깨끗한 환경과 자연보호는 호주인들에게 중요합니다. 허가 없이 쓰레기를 투척하거나 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처분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폐기물 처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australia.gov.au/information-and-services/environment/pollution-and-wastemanagement 를 방문하시거나 Clean Up Australia (www.cleanup.org.au/au) 혹은
Keep Australia Beautiful (http://kab.org.au) 등 쓰레기 투척 방지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토착 동물, 어류, 조개류, 식물은 법으로 보호됩니다.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식물이나 조개류를 사냥, 낚시, 채집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울러 국립공원에는 훼손 방지를 위해 특별법이 적용되며 출입 시 입장료가 부과될 때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지역

기관

웹사이트

National

Department of Environment – Parks
Australia

www.environment.gov.au/topics/nation
al-parks

ACT

Parks and Conservation

www.environment.act.gov.au/parksconservation/parks-and-reser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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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관

웹사이트

NSW

NSW National Parks and Wildlife
Service

www.environment.nsw.gov.au/national
parks

NT

NT parks and reserves

https://nt.gov.au/leisure/parks-reserves

Qld

Queensland National Parks, Sport and www.nprsr.qld.gov.au
Racing

SA

National Parks South Australia

www.environment.sa.gov.au/parks

Tas.

Parks and Wildlife Service Tasmania

www.parks.tas.gov.au

Vic.

Parks Victoria

www.parkweb.vic.gov.au

WA

Parks and Wildlife

www.dpaw.wa.gov.au

동물과 애완동물
주 및 준주 정부에서 동물 복지 및 관련 법률에 책임이 있으며 지역 정부는 가정용 혹은 반려
동물을 관리합니다.
애완 동물을 기를 경우, 적절하게 돌보고 먹이며 깨끗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많은
애완동물은 정기적으로 예방주사를 맞아야 하며 아프거나 다쳤을 경우 수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호주에서는 애완동물을 거세하고 마이크로칩을 주입할 수 있으며 이는 법이
요구하기도 합니다. 해당 지역의 수의사나 왕립 동물학대방지협회인 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RSPCA)의 www.rspca.org.au 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애완 동물은 지역 시의회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가질 수 있는 애완동물의 종류나
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키우는 장소나 방법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많은 수의 임대
주거지에서 애완 동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애완 동물을 돌볼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동물을 버리거나 방출해서는 안됩니다. 친구나
이웃이 그 애완 동물을 입양하기를 원하는지 물어 보거나 동물 입양 웹사이트에 광고를 하거나
혹은 동물병원의 지원이나 조언을 구합니다.
동물 기르기 및 동물 복지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경우
www.agriculture.gov.au/animal/welfare/state 를 방문하거나 동물 병원을 방문하십시오.
참조: 6 장, 호주 법률.

131 450 으로 전화하십시오
127

신문, 텔레비전 및 라디오
주요 쇼핑 센터 내 대부분 뉴스에이전시에서는 다국어 신문을 취급합니다. 원하는 특정 언어의
신문이 없거나 원하는 신문이 있으면 주문도 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두 개의 공영 방송국 (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ABC www.abc.net.au) 및 Special Broadcasting Service (SBS - www.sbs.com.au))을 포함하여
다양한 텔레비전 채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공중파’ 서비스를 시청하기 위해
텔레비전 허가를 받거나 구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타 텔레비전 서비스는 시청료 유료 (‘pay television’ 혹은 ‘pay TV’) 구독이 필요합니다. 통신
서비스 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해당 서비스가 생활에 필요한 지와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할
여유가 있는 지를 살펴봐야 합니다.단기 임대를 하면서 장기 계약으로 서명해서는 안됩니다.
무료 쇼를 시청하기 위해 유료 텔레비전 구독을 해서는 안됩니다.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많은 TV 채널들이 '캐치 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시청은 상당한 데이터가 필요하며 데이터 허용량이 초과되면 많은 비용이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Netflix 와 Presto 및 Stan 과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호주에서 이용가능합니다. 이런
서비스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사용요금을 내야 하고 고속 브로드밴드 연결이 필요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많은 데이터가 소모되며 특히 모바일 폰으로 사용하면 비용이 매우 높아
질 수도 있음을 주지하십시오.
Special Broadcasting Service (SBS)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국은 다국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간 편성 프로그램은 대도시 신문과 온라인에 게재됩니다.
소수민족 라디오 방송국은 National Ethnic and Multicultural Broadcasters’ Council
(www.nembc.org.au/ 혹은 전화 03 9486 9549)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도박
일부 사람들은 도박에 소비하는 시간 및/혹은 돈의 양을 제한하지 못하여 심각한 해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도박은 심각한 재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정신적 신체적 건강, 고용 및
관계성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도박 문제는 도박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과 친구를 비롯해 도박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카운셀링, 재정 자문, 법률 상담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관

전화

웹사이트

National Problem Gambling Hotline

1800 858 858

www.gamblinghelponline.org.au

Lifeline

131 114

www.lifeline.org.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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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전화

웹사이트

Gamblers Anonymous

02 9726 6625

http://gaaustralia.org.au/

소음
소음은 개가 짖음, 이웃이 음악을 크게 틀어 놓음 혹은 전기 공구 사용 등 사람들을 심하게
방해하는 수준으로 큰 소리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호주에서는 과도한 소음으로부터 보호를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주와
테리토리에 따라 다르지만 오전 7시 이전 및 오후 11시 이후에는 소음 활동이 금지되어야
합니다.
소음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이웃과 대화해 보십시오. 이웃이 그 소음의 영향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호주인들은 우발적인 소음은 용인하며 서로 이에 관해
대화하여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음이 잦고 과도하며 아침 일찍 또는 밤
늦은 시간에 발생하는 소음 문제에 관한 대화 노력이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지역 카운슬, 주 및
테리토리 환경당국, 경찰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수공사 혹은 파티 등 소음이 발생하는 활동을 계획할 경우 이웃에게 알려 주십시오.
사람들은 소음이 언제 시작되고 끝나는지 그리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누구에게 연락해야 되는
지를 알 경우 대체로 방해받는 정도를 약하게 느낍니다. 6 장, 호주 법률을 참조하십시오.

지역 정부 서비스
지역 카운슬은 아동 보건센터, 보육센터, 청소년 고용, 노인 요양, 장애인 서비스 등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지원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많은 카운슬에는 다문화 혹은 지역사회 종사자들이
여러분의 호주 정착 시에 귀중한 도움과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역 카운슬은 또한 공공
회관,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및 문화 시설을 지역사회 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주
제공합니다.
카운슬은 지역의 도로를 유지 관리하고 공중 화장실을 제공하며 상점과 레스토랑이 합당한
위생 기준을 준수하는 지를 점검합니다. 카운슬에서 건축 허가를 주관하기 때문에 사용 건물을
변경하려면 해당 지역 카운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역 카운슬 서비스는 이용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요금은 책자와 카운슬 웹사이트에
게재됩니다. 결정이나 허가를 받기 위해 공무원에게 별도의 금전이나 선물을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공여 행위는 뇌물로 간주되며 불법입니다.
지역 정부의 연락처를 위해서는 2 장, 지원 받기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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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대부분 지역에는 공공 도서관이 있어서 무료로 가입과 도서 대여를 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은
비영어권 도서도 다소 소장하고 있으며 필요 시 이를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도서관에서는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을 찾길 원하시면 www.nla.gov.au/libraries 를 방문하십시오.

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
지역 카운슬에서 쓰레기와 재활용 수거를 주관합니다. 대부분의 카운슬은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종이, 플라스틱, 유리 및 금속) 쓰레기를 위한 별도의 쓰레기통을 제공하며 일부
카운슬은 정원 쓰레기통 혹은 대형 품목 (가구 등) 도로 턱 수거를 제공합니다.
쓰레기 수거 시간과 폐기물의 적절한 처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면 시의회나 이웃에게 문의해
보십시오. 폐기물이 너무 커서 쓰레기 통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 쓰레기 폐기 장소 혹은 쓰레기
재활용 센터에 가지고 가서 요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 대지나 개인 토지에 쓰레기를
투척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공중 화장실
호주는 공중 화장실을 지키는 직원이 없는 것이 보통이며 사용료도 없습니다. 공중 화장실에는
아기 기저귀 가는 공간과 장애자를 위한 화장실이 있을 수도 있고 쪼그리고 앉아 사용하는
변기가 아니라 주로 좌변식 변기나 소변기입니다. 가끔씩 자동 화장실 혹은 남녀 공동
화장실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공중 화장실은 남자 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을 사용한 후에는 깨끗이 그리고 정돈된 상태로 둡니다. 호주의 일부 화장실은 오물을
씻어내리는 대신에 퇴비로 만드므로 화장실에 무엇을 버리는지를 유념하십시오.
공중 화장실을 찾길 원하시면 https://toiletmap.gov.au/ 를 참조하십시오

물 사용
호주의 물은 대개 질이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지역은 식용수가 아닌 우물물 혹은 잡용수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아래와 같이 표지판으로 식별합니다.

해당 지역은 물 제한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물 사용이 특정 시간이나 활동에 제한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정원에 물을 주거나 세차를 하거나 창문 청소를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 시의회에서 이를 확인하거나 www.bom.gov.au/water/restrictions 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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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 (DIBP)에서는 임시 혹은 영주 거주를 위한
비자를 발급하며 시민권 신청을 결정합니다 (www.border.gov.au).
www.border.gov.au/Trav/Visa-1 에서 Visa Finder 툴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맞는 비자를
찾아보십시오.
www.border.gov.au/Trav/Visa/Appl 에서 여러 비자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sident Return 비자
현재 혹은 이전 영주권자이며 영주권자로서 호주를 떠났다가 다시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Resident Return 비자 (RRV)를 신청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행 영주 비자의 여행 기간이 만기되거나 만기되려고 할 경우 이 비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RRV 는 영주 비자이며 해외 여행을 하고 영주 거주인으로서 여행 조건이 유효한 기간 내에
호주로 귀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비자 소지자가 호주에 무한정으로 머물 수 있도록
합니다. 해외 여행을 의도하지 않으면 RRV 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RRV 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border.gov.au/Trav/Visa-1/155--에서 DIBP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호주 방문 비자
임시 방문자는 호주 체류 전체 기간에 맞는 적합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각 방문 목적에 따라 다양한 임시 비자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는
www.border.gov.au/about/corporate/information/fact-sheets/46temporary-entry
를 방문하십시오.

영주 이민 비자
호주 영주 이민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
•
•

가족 이민 - 신청인을 후원할 수 있는 친척이 호주에 있어야 합니다
기술 및 사업 이민 - 신청인은 호주의 경제와 기타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이나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인도주의 이주 – 신청인은 자국에서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에 달하는 박해나
실질적인 차별에 처하여 재정착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각 카테고리는 엄격한 요건이 있습니다. DIBP 웹사이트에는 비자에 대한 최신 정보가 있으며
“Visa Finder” 툴을 제공하여 자신에게 적합할 수도 있는 비자를 찾도록 지원합니다. 참조:
www.border.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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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이민 대행인
이민 대행인은 이민 문제에 대해 상담하고 의뢰인을 도와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의뢰인을 대신해서 DIBP업무를 처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료 서비스입니다.
이민 대행인을 고용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지만,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자신이 없거나 본인의
사례가 복잡한 경우에는 등록 이민 대행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활동하는 이민 대행인은 반드시 Office of the Migration Agents
Registration Authority (OMARA) 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이민 대행인을
찾으려면 www.mara.gov.au/search-the-register-of-migration-agents/
에서 OMARA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비자 내용을 온라인으로 확인하기
Visa Entitlement Verification Online (VEVO)은 무료 온라인 서비스로서 비자 소지자와 단체는
www.border.gov.au/vevo 을 통해 해당 비자의 세부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애플 제품을 위해 가능한 myVEVO 앱이 있으며 애플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 시민권
호주 시민권자가 된다는 것은 호주가 표방하는 가치를 준수하며 호주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주 시민권은 막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민주주의 국가에
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이자 특권입니다.
시민권자가 되려는 대부분 영주권자는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에 특정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호주에서 특정 기간 동안 성품에 결격 사항 없이 거주해야 합니다.
시민권에 대한 정보, 적격성 및 신청 양식은 www.border.gov.au/Trav/Citi 에서 가능합니다.
호주 시민권을 신청하는 대다수는 시민권 시험도 통과해야 합니다. 시민권 시험은 신규
호주인들이 시민이 될 때 선서하는 Pledge of Commitment 내의 가치에 근거합니다. 이는
호주의 민주주의 신념, 시민권자의 의무와 권리, 정부와 호주 법률과 같은 주제를 다룹니다.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www.border.gov.au/Trav/Citi/pathways-processes/Citizenshiptest에 있는 시민권 테스트 자료 책자를 읽어보십시오.
시민권 시험을 통과하면 시민권 수여식 참석을 초청 받게 됩니다. 수여식에서 대부분 성인
신청자는 호주 시민이 되기에 앞서 Pledge of Commitment (시민 선서)를 해야 합니다.
호주 시민이 된 후에는 호주 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호주 시민권과 더불어 다른 국가의
시민권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도 호주 출입국 시 호주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호주 여권 신청을 원하시면 www.passports.gov.au/Pages/home.aspx 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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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어린이 및 호주 시민권
여러분이 영주권자인 동안에 자녀가 호주에서 태어난 경우 대부분 출생 시부터 자동으로 호주
시민권을 획득합니다. 그 자녀가 호주 여권이 필요하면 Form 119 를 제출하여 호주 시민권
증거를 취득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행 예약을 하기 전에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Form 119 에 대한 정보 및 이용을 원하시면 www.border.gov.au 에서 DIBP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투표
호주 시민으로서 18 세가 넘으면 선거 명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호주 시민권 수여식 때 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18 세가 되면 투표할 수 있도록 17 세 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 등록 양식은 우체국과 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 사무소, 그리고 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 웹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한 부를 작성하면 연방 선거,
주/테리토리 선거, 대부분 지역 정부 선거에 등록하게 됩니다.
주소를 옮길 때마다 등록 양식을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 로 13 2326 에 전화하시거나 www.aec.gov.au
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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